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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페어링 진행을 최초 1회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현한 트로이목마 어플리케이션은 희생자 스마트폰과 페어링이 되어 있을 경우, 실행과 동시에 공격

자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희생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사진을 촬

영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를 추출하며, 촬영한 사진과 추출한 주소록 데이터를 공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공격자는 희생자의 스마트폰에서 탈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트로이목마(Trojan horse), 블루투스(Bluetooth), 페어링(Pairing), 사회 공학적 기법(Soci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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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인증은 페어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초 페어

링이 진행되면 서로의 블루투스 연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핀 번호를 출력하고 해당 핀 번호를 두 스마트폰 

사용자가 확인한 후 연결을 승인한다. 하지만 최초 페어링 이후의 

연결은 서로의 스마트폰 기기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로 등록이 되어있

기 때문에 페어링 없이 진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페어링을 진행한 후, 희생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

를 탈취하도록 공격자와 희생자의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트로이목마 

어플케이션을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Social engineering

사회 공학적 기법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공격기법을 통칭한다. 시스템의 한 요소로서의 

사람은 취약점을 가진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대용량화로 인해 모바일 기기 안에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모바일 기기 또한 새로운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공학적 기법은 접근 

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기반과 컴퓨터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인간 기반 공격은 대상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

지고 컴퓨터 기반 공격은 공격 대상에게 악성코드나 프로그램, 웹 

사이트 등의 수단을 이용해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1]

2. Trojan horse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서 악의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코드를 말한다. 주로 사회 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배포되며 사용자 몰래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 가거나 

키 로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PT 

공격에서도 트로이목마 악성코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대다수이다. 

[2] 암호화화폐 트로이목마는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암호화화폐

계좌 번호로 보이는 정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사용자가 전송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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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원래의 계좌를 공격자의 계좌 번호로 바꿔 피해를 준다. [3]

3. Bluetooth connection [4][5]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치검색 : 블루투를 연결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가 활성화

된 장치를 검색한다.

페어링 : 선택한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페어링이라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다.

장치연결 : 한번 페어링을 진행한 장치와는 페어링 과정 없이 

목록에 있는 장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된다.

Fig. 1와 같이 스마트폰 LG G5가 Samsung Galaxy S7과 페어링을 

진행 하고나면, 다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 

Samsung Galaxy S7가 표시되므로, 이후부터는 목록에서 선택하여 

연결 할 수 있다.

Fig. 1. 스마트폰 블루투스 페어링 과정

III. Trojan horse application

본 연구에서 제작한 트로이목마 어플리케이션은 희생자의 스마트폰

에서 실행과 동시에 공격자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며, 크게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희생자의 주소록 데이터를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과 두 번째로 희생자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기능이다. 공격 시나리오는 모의로 진행하

였으며 두 개의 스마트폰을 준비하여 진행 상황을 캡처하였다. 탈취한 

데이터들은 테스트를 위해 제작된 데이터이다.

1. Application configuration and environment

트로이목마 어플리케이션은 Fig. 2와 같이 공격자의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CnCServer)과 희생자의 스마트폰에서 실

행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ISCommunity)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2. 서버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통신 구조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은 Table 1과 같다.

환경 이름

개발 tool Android Studio

스마트폰 기종
서버 Galaxy S7

클라이언트 LG Gx2

안드로이드 Version
서버 안드로이드 8.0.0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4.4.2

Table 1. 트로이목마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2. Attack scenario

공격은 Fig. 3와 같이 사회 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희생자들에게 

접근한 후,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엔 학과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해 데이터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학과 학생들(희생자)에게 배포한다. 공격

자는 희생자의 스마트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희생자에게 접근한다. 희생자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을 학과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착각하고 실행하는 순간 공격자

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공격자는 희생자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Fig. 3. 공격 시나리오 

3. Server and client applications

[server application]

공격자는 Fig. 4에서와 같이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4개의 

버튼으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 할 수 있다. 

• 주소록해킹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희생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서버 어플리케

이션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 카메라해킹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희생자의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작동시켜 희생자를 촬영하도록 한다.

• 주소록확인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전송한 희생자의 주소록 

데이터를 공격자 화면에 출력한다.

• 카메라확인 : 희생자의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서버 어플리

케이션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공격자 화면에 출력한다.

[client application]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실행과 동시에 공격자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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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주소로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한다. 공격자의 스마트폰에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라면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된다. 블루투스 

연결에 성공하면 Fig. 5와 같이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된 희생자 

스마트폰 정보가 출력되고, 이후에는 희생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에 공격자의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정보를 공격자에게 

보낸다.

Fig. 4. 서버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실행화면

Fig. 5. 서버 어플리케이션 블루투스 연결 확인

4. Taking smartphone address book

공격자가 [주소록해킹] 버튼을 클릭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으로 주소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신호를 보낸다(Fig. 6). 신호를 받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배열에 저장하고,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

로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한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들어오는 주소록 

데이터를 순서대로 다시 배열에 저장한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소록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격자 화면에 희생자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주소록 데이터를 출력한다(Fig. 7).

Fig. 6.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소록해킹 버튼 클릭

Fig. 7. 희생자의 스마트폰에서 탈취한 주소록 확인 

5. Taking smartphone camera picture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해킹] 버튼을 클릭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 작동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받은 클라이언

트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작동시켜 희생자를 촬영한

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카메라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카메

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희생자 스마트

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한다(Fig. 8). 전송이 

완료되면 공격자 화면에 희생자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은 사진을 출력한

다(Fig. 9).

Fig. 8. 서버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미지 전송 

Fig. 9. 희생자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 출력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페어링을 최초 

1회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였다. 사회 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페어링을 진행한 후, 학과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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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한 트로이목마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공격 대상의 스마트폰에 

담긴 중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하였고, 이를 위한 

트로이목마 서버 및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그 위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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