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  분석에 한 연구  197

  

Study on the Femtocell Vulnerability Analysis Using Threat Modeling

Jae-ki Kim
†
⋅Jeong-Hoon Shin

††
⋅Seung-joo Kim

†††

ABSTRACT

Lately smartphone uasage is increasing and many Internet of Things (IoT) devices support wireless communications. Accordingly, 

small base stations which called femtocells are supplied to prevent saturation of existing base stations. However,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emtocell with the advanced hacking technologies, Vulnerability such as gaining the administrator authority was 

discovered and this can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femtocell user. Therefore, identify 

security threats that may occur in the femtocell and it is necessary to ways for systematic vulnerability analysi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ecurity threats that can be generated in the femtocell and constructed a checklist for vulnerability analysis using the 

Threat Modeling method. Then, using the constructed checklist provides a scheme that can improve the safety of the femto cell 

through the actual analysis and taken the results of the femtocell vulnerabiliti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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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사물인터넷 시 에 다양한 기기들이 무선 통신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지국의 포화 상태를 막기 

한 기술로 일종의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Femtocell)을 보 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기술의 발 에 따라 펨토셀의 본래 목 과는 다르게, 

리자 권한 획득과 같은 취약 들이 발견되고 이를 통하여 펨토셀 사용자에 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펨토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을 식별하고 체계 인 취약  분석을 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링

(Threat Modeling) 기법을 이용하여 펨토셀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을 분석하고 취약  검을 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한다. 그리고 도

출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실제 취약  분석을 한 결과를 다루어 펨토셀의 과 취약 에 한 분석  사례 연구를 통해 펨토셀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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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배경  목

최근 스마트 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모바일 이동통신 

시장도 확 되었다. 국내는 미국과 같은 해외에 비해 지역

이 좁아 기존 2G 환경에서 통화  SMS를 송수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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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와이 이(Wi-Fi)와 같은 무선 인

터넷을 사용하기 하여 무선 통신 모듈이 내장된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 수 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망 과부하와 서비스 

품질 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펨

토셀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세계 으로 펨토셀을 도

입하는 사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로벌 업체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펨토셀 시장에 진출하 다

[1]. 국내의 경우 2010년도부터 3G 펨토셀을 상용화하고[2], 

2011년도에는 LTE용 펨토셀을 개발  상용화했다. 이처럼 

다양한 펨토셀 시제품이 나오고 차 시장이 확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폐쇄 망이었던 3G 망과 연동이 될 뿐만 

아니라, LTE 망과 연동된다는 에서 신경 써야할 보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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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펨토셀 보안에 한 취약성

과 련된 연구 결과물이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다. 한 연구 

로 베를린 기술 학 내 보안 연구 의 Ravishankar는 2011

년에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펨토셀의 리자(root)권한을 획

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들에 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3].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블랙햇 2015 컨

퍼런스에서는 제어권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UMTS 망까

지 향을 미치는 취약 에 하여 발표했다[4]. 이처럼 펨

토셀의 보안 취약 에 따른 험성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

명되고 있다. 

일반 으로 기존 연구들은 침투테스트(Pentest)를 통해서 

취약  분석에 근한다. 그리고 침투테스트를 하는 경우 분

석가의 노하우나 기존에 알려진 체크리스트를 이용한다. 하지

만, 이러한 분석 방법들이 침투테스트 시 분석 상의 모든 

부분이나 역을 분석했는지에 한 완 성(Completeness)을 

입증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펨토셀 기기를 

상으로 보안 취약 을 분석하기 한 체크리스트의 완 성

을 높이기 해서  모델링을 이용해서 체크리스트를 도

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펨토셀 기기

의 보안 취약 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1.2 연구방법  구성

본 연구에서는 펨토셀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을 식별

하고 향후 펨토셀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주요  모델링 

기법  펨토셀 보안 련 연구에 해서, 3장에서는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펨토셀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고, 

공격 라이 러리 수집을 통한 펨토셀 보안   체크리

스트를 도출한 연구를 하 으며, 4장에서는 만들어진 체크

리스트를 바탕으로 취약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 해서 다

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

에 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모델링(Threat Modeling)

 모델링은 잠재 인 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구조

화된 방법이다. 즉, 험(risk)에 한 생각을 추상화된 방법

으로 표 하는 것이다. 설계에서 구 에 이르는 소 트웨어 

개발주기에서 첫 단계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약 을 미

리 제거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기 해서 사용한다. 한 시

스템에 한 이해부터  식별,  발생 가능성, 잠재

인 피해  향, 험에 기반 한 완화책의 우선순   계

획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다. 공격자뿐만 아니라 방어자(보

안) 에서의 목 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완화(mitigation) 효과

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향에 한 우선순 를 매겨 실제 

조직에 도움을  수 있다[5].

1)  모델링의 역사

과거부터 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이 제시되었다. 최 의  모델링

은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단계와 설계문서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을 식별하기 한 차로 시작했다. 소 트웨어가 

생산된 후 개발 기단계나 일회성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취

되었다. 소 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동안 정상 인 요구

사항에 해서도 여러 변화를 일으켜  모델링은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Dr. Edward Amoroso의 서 “Fundamentals of Computer 

Security Technology”에서 트리에 한 개념을 처음으

로 소개했다(1994). 이후 Bruce Schneier가 도식 으로 

을 모델링하는 “공격트리(Attack Tree)”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1999).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Loren Kohnfelder와 

Praerit Garg가 모든 Microsoft (MS)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을 식별하기 해서 STRIDE 기법을 소개했다

(1999)[6]. 이처럼  모델링은 실제로 용하는 표 인 

회사로 MS를 들 수 있다. MS 창립자인 Bill Gates가 안

한 애 리 이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차를 작성한 

“Trustworthy Computing Memo”가 재 MS의 STRIDE[7]

와 Threat Analysis and Modeling (TAM)의 기원이다(2002). 

Frank Swiderski와 Window Snyder는 기존의 STRIDE에 

Data Flow Diagram(DFD)을 기반으로 한 근 방식인 TAM

을 도입했다(2004). 이후 TAM을 체하여 MS 자체 인 소

트웨어 개발 생명주기(SDL)가 만들어졌다(2011). 그리고 

최근에는  모델링 도구(Threat Modeling Tool, TMT)

까지 배포하고 있다.

한 MS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기법 외 다양한 

 모델링이 존재한다. OWASP의 “  리스크 모델링 기

법”은 웹 응용 로그램 설계 시 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17]. CERT의 “OCTAVE”는 조직 차원의 정보보호를 

한 험 리를 목 으로 한다[8]. 미국 국토안보부의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CVSS)는 소 트웨어의 취

약 들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에 한 평가

가 가능하다[9]. 오  소스  모델링 방법론  도구인 

“Trike”는 리스크 심의  모델을 사용한다[10].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용하는 “AS/NZO ISO 31000:2009”는 특정 

기법이나 책을 제시하는 신 악된 험 요소에 한 

요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 이다[11]. 한 특정한 

상에 한  모델로는 비즈니스 로직에 한  분석

을 하는 PASTA[12]와 Klocwork社에서 공개한 모델은 

시큐어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을 한 기법[13]이 존재한

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의 응용 소

트웨어를 상으로 라이버시에 특화된  모델링 기

법도 나오고 있다[14].

2) STRIDE  모델

1980년  미국의 존슨 우주 센터(Johnson Space Center)에

서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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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컬어 만든 용어가 보안의 3요소(CIA-Triad)이다[15]. 

보안의 3요소에 인증(Authentication), 부인 방지(Non- 

Repudiation), 권한부여(Authorization)라는 3가지 요소를 추

가하여 정보보호가 달성하려는 목표로 삼는다. 이 6가지 각

각의 목표에 응하는 들을 분류한 것이 바로 STRIDE

이다. STRIDE는 응용 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의 스펙트럼을 뜻하는 머리 자이다. 다음 여섯 가지  

범주를 확인하면 응용 로그램의 취약성  잠재 인 공격 

가능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16].

a) Spoofing( 장): 컴퓨터에서 다른 사용자로 가장하는 것

을 뜻한다. ID 스푸핑의 로는 사용자 이름  암호와 

같은 다른 사용자의 인증 정보에 한 불법 액세스  

사용 등이 있다.

b) Tampering(데이터 훼손): 데이터를 악의 으로 수정하

는 것이다. 그 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와 

같은 구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   인터넷

처럼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두 컴퓨터 간에 데이터가 

이동할 때 데이터를 변경하는 행  등이 있다.

c) Repudiation(부인): 사용자가 작업 수행을 거부하지만 

상 방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를 들

어, 사용자가 지된 작업을 추 하는 기능이 없는 시스

템에서 불법 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추  불가 방지는 시스템이 추  불가 

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를 들어, 물품을 

구입한 사용자는 수증에 물품에 한 서명을 해야 한

다. 그러면 공 업체는 서명된 수증을 사용자가 물품

을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한다.

d) Information Disclosure(정보 노출): 정보 노출 은 

정보에 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근 권한이 없는 

일을 읽거나 악의 인 공격자가 두 컴퓨터 간에 이동 

인 데이터를 읽는 것과 같은 행 가 이에 해당한다. 

e) Denial of service(서비스 거부, Dos): DoS 공격은 웹 

서버를 일시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유효한 사

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

템 가용성  안정성을 높이려면 특정 형식의 DoS 

에 해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f) Elevation of privilege(권한 상승): 권한 높이기 의 

경우, 권한 없는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을 얻어 시스템 

체를 손상시키거나 괴할 수 있다. 권한 높이기 의 

로는 공격자가 모든 시스템 방어막을 성공 으로 침투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

3) LINDDUN  모델

라이버시는 오늘날 디지털 시 의 요한 과제로, 가능

한 빨리 소 트웨어 개발 라이  사이클(Software Develop-

ment Lifecycle, SDL)에 통합되는 것이 가장 요한 부분이

다. LINDDUN[17-18]은 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분석가를 지원하는 라이버시  분석 방법론이다.

먼 ,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 DFD)는 엔티티

(entity), 데이터 장소(data store), 데이터 흐름(data flow), 

로세스(process)와 같은 4가지 주요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한 구조화된 시각  표  방법이다. 각각의 

DFD 요소 유형은 많은 라이버시 과 연 이 있다. 

표 인 라이버시 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7개로 분류가능하다. 연결(Linkability), 식별(Identifiability), 

부인 방지(Non-repudiation), 검출(Dectectability), 정보 출

(information Disclosure), 내용 인식불가(content Unawareness), 

정책과 동의 불이행(policy and consent Non-compliance). 

분석된 시스템에 용 가능한 을 식별하기 해서 각각

의 빌딩 블록에 응하는  범주를 검토해야 한다. 

LINDDUN 방법론은 과 DFD 요소를 이용하여 가능한 

각각의 조합에 해 가장 일반 인 공격 경로를 설명하는 

 트리를 제공하여 분석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트리

를 기반으로, 분석가들은 상세히 가능한 을 설명하기 

해 Misuse Case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식별된 을 문

서화한다. 그리고 해당 들을 험에 따라 우선순 화 

시킨다. 그러나 LINDDUN은 명시 으로 험 분석에 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출된 은 라이버시 요구 

사항으로 변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INDDUN은 도출된 

을 완화하기 해 라이버시 솔루션에 한 일종의 목

록을 제공한다.

4) Klocwork 社의  모델

임베디드 소 트웨어는 일상생활에서  더 하기 쉬

워지고, 휴 성과 연결성이 강해지고 있다. 가 , 자동차부터 

항공기와 주요 기반 시설까지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안 성에 한 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보안 

에 한 응  차단하기 해 업데이트 된 도구와 차

가 통합된  모델링이 필요하다[19].

임베디드 기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고유한 특성을 갖는

다. 먼 , 임베디드 기기의 자원(Resources)은 한정 이다. 

CPU 는 메모리에 부하를 주는 공격을 보완하기 한 공

각이 작다. 그 결과 서비스 거부(DoS) 공격에 쉽게 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암호화에 따른 성능 하 문제이다. 데스크

탑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로토콜을 그 로 사용해서 

성능에 하를 주는 경우가 있다. 는 성능 하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보안 네트워크 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 펌웨어가 변경가능한 이다. 

임베디드 기기에 한 지식이 충분한 사용자는 기존 펌웨어

를 다른 운 체제로 교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  작

은 크기로 도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다. 이로 인해 

공격자가 소형 임베디드 기기를 훔쳐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로드되는 기기로 교체할 수 있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의 노력이다. 그러나 모델

링은 보안에 한 문 인 지식을 가진 설계자가 주도할 

때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 다음 활동은 임베디드 소 트

웨어의 에 한 모델링을 효과 이고 반복 으로 할 수 

있는 차에 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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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안 목표 식별 : 보안, 비용, 노력에 한 균형을 이루

는 실 인 보안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요하다. 

b) 시스템 개요 생성 : 공격자로부터 보호해야할 구성요소

인 자산을 데이터 자산, 기술  자산, 기업의 명성과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 식별한다.

c) 임베디드 소 트웨어 설계에 한 분리  분해 : 임베

디드 소 트웨어에 한 설계를 분리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고립(isolate)시킨다. 그리고 악용(abuse) 사례를 

정리할 때 장치 상 데이터인지 장치로 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인지 구분하고, 공격을 한 입력 소스

와 물리 인 문제로 인해로 발생하는 부분에 해서 

고려해야 한다.

d)  식별 :  모델링의 목 은 가능한 많은 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 때 기 성, 무결성, 가용성에 향

을  수 있는 이벤트를 고려해야 한다. 잠재 인 공격

을 식별하는 가장 효율 인 방법은 각각의 에 

한 “Attack Tree”를 만드는 것이다. “Attack Tree”는 

자산에 한 과 공격을 문서화하는 시각 인 도구

이다. 은 트리의 최상 와 이것을 따라 잠재 인 

공격방법을 나타내는 가지의 집합으로 문서화된다. 이 

가지들은 성공 인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기

술을 식별하기 해 세분화 된다.

e) 취약  식별 : 좋은  트리는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제하에 모든 조건을 나열한다. 개발 이 

해당 시스템에서 충족되는 조건을 찾으면, 공격을 막기 

한 완화 략을 수립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

으면, 공격은 불가능하며, 개발 은 다른 부분에 하

여 노력을 집 할 수 있다. 이 차의 마지막에,  

모델은 공격 완화 략을 계획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취약  목록을 포함한다.

f) 반복 :  모델은 유기 인 문서이며 조건, 설계 그리

고 에 한 상황도 지속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자

주 재검토해야 한다.

2.2 펨토셀 보안에 한 연구 사례

1) 펨토셀(Femtocell)

2008년도 아이폰 3G 출시 이후로 최근까지 스마트폰, 태

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 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비 59% 증가한 4175만 테라바이트에 이를 것이고, 빠른 성

장세를 유지하여 2018년에는 1억 6140만 테라바이트가 될 

것이라 망하고 있다[20]. 이 게 모바일 트래픽이 폭발

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망에 한 과부하  품질 하에 

한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한 효과

인 트래픽 분산 수단으로 펨토셀을 고려하게 되었다.

펨토셀은 100조 분의 1인 아주 작은 단  ‘펨토(femto)’와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신 가능 범 를 일컫는 ‘셀(cell)’의 합

성어이다. 즉, 100조 분의 1정도로 촘촘한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를 의미한다[4]. 체 인 펨토셀 구성은 Fig. 1과 

같다. 기존 기지국과는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호 보

완 역할을 해주는 개념의 새로운 솔루션이다. 펨토셀은 옥

내에 설치된 고속 유선망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코어 

망과 연동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일반 으로 소형 출력 

(20～100mW)을 송신해 옥내 커버리지를 지원할 뿐 아니라 

보다 출력이 높은 옥외형(250mW) 타입도 지원하고 있다[21].

Fig. 1. Femtocell Service Concept

2) 펨토셀 보안 련 연구

GSM 회와 3GPP 그룹에서 펨토셀 구축 과정에서 경험

한 보안 이슈와 잠재 인 에 하여 다루었다[22, 23].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펨토셀 보안 이슈에 하

여 다루었다[24, 25]. 그러나 앞에서 언 한 연구들은 펨토셀 

보안   이슈에 하여 추상 으로 다룬 것에 한계가 

있었다.

베를린 공과 학의 R.Borgaonkar는 펨토셀 보안에 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리자용 웹페이지에서 서비

스 제공자가 사용하기 한 숨겨진 웹페이지를 찾아내어 매

뉴얼에는 표시되지 않은 제한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조작된 복구 서버로 속하거나, 수정된 

펌웨어를 래싱하는 것과 같은 공격에 성공했다(2010)[26]. 

그 후 펨토셀의 오용을 피하기 해서 기존 치 인증에 

한 보안이 불충분하다는 과 공격자가 등록되지 않은 치

에서 펨토셀을 운 하여 긴  호출과 같은 요 서비스에 

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에 해서 발표했다(2010) 

[27].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 리자(root) 근을 하고, 펨토

셀 기기에 악성 애 리 이션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보안 문

제 에 해서 실험 후 펨토셀의 인증서, 설정, 로토콜, 사

용자 데이터에 한 조작, 물리 인 공격  라이버시를 침

해하는 것과 같은 발생 가능한 펨토셀 에 하여 검증했

다(2011)[3, 28]. 한 같은 학의 Nico Golde와 함께 펨토셀 

기기를 악의 으로 조작한 경우, 화 추   통신 감청과 

가로채기와 같은 휴 화 가입자를 한 보안의 모든 요

한 측면을 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012)[29]. 

이후 펨토셀에 한 보안   응책에 한 연구

(2012)[30], 펨토셀 기기를 루 하여 일 시스템  트래픽 

분석 후, 음성, 문자, 모바일 데이터 내용에 한 캡쳐로 인

한 라이버시 노출과 펨토셀 기기 복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하여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2013)[31].

최근에는 화웨이(HUAWEI) 社 펨토셀 기기(UMTS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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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mtocell Network Architecture

를 구입하여 보드를 개  후, UART 포트를 통하여 VxWorks 

환경의 Shell 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근하고, 이를 통

하여 디버깅  일 시스템 래싱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

었다. 뿐만아니라 모든 펨토셀이 이와 동일한 환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JTAG 포트를 이용한 근 방법과 Shell 획

득 후 모든 패킷을 수신하는 것 외에 SMS를 이용한 DoS 

공격에 해서도 발표했다(2015)[32]. 그리고 직  기기를 획

득하지 못한 경우, 사회공학  근을 통하여 펨토셀 기기

를 획득한 후, 문자와 음성, 모바일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

는 도구를 개발하여 통신 장비와 련된 취약 을 발표한 

사례도 있다(2015)[33].

3. 펨토셀에 한  모델링

STRIDE는 가장 리 알려진  모델링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는 체 인 과정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하지만, 

애 리 이션을 상으로 한  모델링이라는 한계 이 

있어서 펨토셀 기기에 정확히 맞지는 않다. 그래서 본 논문

에서는 체 인 구성은 KlocWork社에서 제안한 임베디드 

소 트웨어  모델링을 따르고, STRIDE와 LINDDUN 

을 목하여  분석  분석 방법에 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한다.

3.1 데이터 흐름도 도출 (Data Flow Diagram)

펨토셀에 한 데이터 흐름도(DFD)를 구성하기 에 먼

, 펨토셀 네트워크 구조에 한 악이 필요하다. Fig. 2

는 펨토셀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1) 펨토셀 구조  용어 설명[34-36]

a) UE (User Equipment) : 사용자 단말을 나타낸다. 형

태는 스마트폰과 같이 가입자 식별  인증을 한 

IMSI 값이 내장된 USIM 카드가 삽입 가능한 장치다.

b) HeNB (Home evolved Node B) : LTE 펨토셀을 이

동통신 련 표 화 기구인 3GPP에서 정의한 용어이

다. 참고로 HNB (Home Node B)는 3G 펨토셀을 의

미한다.

c) HeMS (Home eNodeB Management System) : LTE 

펨토셀을 리하는 시스템이다.

d) HeNB-G/W (Home evolved Node B Gateway) : LTE 

펨토셀의 세션을 제어하고, 페이징, MME 연동기능이 

있는 게이트웨이다.

e) Se-G/W (Security Gateway) : HeNB와 HeNB-G/W 

간 IPSec을 통한 보안기능을 하는 게이트웨이다.

f)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 펨토셀을 인증해주는 서버이다.

g) HSS (Home Subscriber Server) : UE 가입자별로 인

증을 한 키 정보와 가입자 로필을 가지고 있는 

LTE 망의 앙 데이터베이스이다.

h) 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 : LTE망의 두

뇌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UE를 인증하기 한 키 정

보를 HSS로부터 받아서 UE 인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통신구간에서 생성되는 논리 인 터 인 EPS 베어러

를 생성, 변경, 해제하는 행 에 여한다. 한, UE가 

망에 속해 있는 여부, 인터넷 사용 여부와 같은 가

입자의 이동상태(Mobility)를 리한다.

i) SGW(Serving Gateway) : 통화  기지국 간 이동을 

원활하게 그 로 유지하는 핸드오버 시 닻과 같은 역할

(anchoring)을 한다. 즉, 하나의 SGW를 축으로 다른 

HeNB 는 eNB로 UE의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것이다. 

j) PGW (Packet Data Network Gateway) : 단말에 IP 주

소를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핸드오버 발생 시 

SGW는 HeNB 는 eNB들에 한 닻과 같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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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mtocell Dataflow Diagram(DFD)

할 때, PGW는 SGW들에 한 닻과 같은 역할을 한

다. UE가 이동 에 SGW-1에서 SGW-2로 변경이 되

는 경우 PGW가 축이 되는 것이다. 한, UE별로 

역폭 제어, 우선순 와 같은 서로 다른 QoS 정책을 

용한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양, 속 시간과 같은 과  

련 정보를 OFCS(Offline Charging System)에게 

달한다. 즉, 각 가입자가 언제 속했고, 얼마나 데이

터를 사용했고, 얼마동안 속했는지에 한 이력을 

PGW가 모두 생성  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OFCS

로 달한다.

k) PCRF (Policy and Charging Rule Function) : UE별로 

정책(Policy)과 과 (Charging)에 한 규칙(Rule)을 

정하는 장비이다. 정책은 UE가 사용할 QoS 정보, 과

은 오 라인 과 을 할 것인지 온라인 과 을 할 것

인지에 한 정보이다. 이 정도들은 PCRF에서 PGW

로 달되고, PGW는 PCRF가  정보를 기반으로 UE

에 한 정책/과  제어를 수행한다.

l ) IPLS (IP Location Sever) : 데이터 망에 속한 단말

의 세션 정보를 리하여 서비스 망에서 요구하는 가

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IMSI, 단말 IP  

상태, 치정보와 같은 가입자 정보를 리한다[37].

m) CGF (Charging Gateway Function) : 데이터 망과 과

 랫폼 사이의 게이트웨이로서 과  련 장비이

다[38].

n) IMS (IP Multimedia Subsystem) Network : IP 기반의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이다[39].

2) 펨토셀 데이터 흐름도

Fig. 3은 체 펨토셀 데이터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데이터 흐름도에 한 체 설명은 다음과 같다.

a) 사용자 단말에서 펨토셀로 등록을 요청한다(P1). 이 때 

펨토셀은 요청한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보내어 근가능 

여부를 확인한다(P2). 근가능 여부를 확인 후 펨토셀은 

등록 요청에 한 응답을 사용자 단말에게 보낸다(P3).

b) 코어망은 신뢰할 수 있는 역(붉은 선)이다. 코어 

망에서는 가입자 로필과 인증을 한 키 정보를 이

용하여 펨토셀을 인증해 다(P4). 그리고 사용자별로 

QoS나 과 과 같은 정책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단

말의 상태를 지속 으로 확인한다(P5).

c) 펨토셀은 LTE 커버리지를 역 네트워크로 제공한

다(P6).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VoLTE, 상통화

(PSVT), 모바일 데이터와 같은 서비스를 LTE 표  

기기에 지원한다(P7).

d) 펨토셀 리서버는 원격에서 펨토셀을 리(P8)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에 포함한다.

3.2 공격 라이 러리 수집(Attack Library)

데이터 흐름도를 이용해서 완성도 있는  분석을 하기 

해서는 공격 라이 러리가 필요하다. 공격 라이 러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표 , 논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기존 연구, CVE와 같이 공개된 취약  정보, OWASP와 같

은 보안연구 로젝트에서 공개한 취약  항목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해 수집한 공격 라이 러리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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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Year Title Author Ref

Conference

2015 Adventures in Femtoland: 350 Yuan for Invaluable Fun Alexey [32]

2015 Build a free cellular traffic capture tool with a vxworks based femoto Yuwei Zheng [33]

2015 IoT Attack Surface Mapping Daniel [40]

2013 I Can Hear You Now: Traffic Interception & Remote Mobile Phone Cloning Tom Ritter [31]

2011 Femtocells: a Poisonous Needle in the Operator's Hay Stack Borgaonkar [28]

2010 Femtocell Security Borgaonkar [26]

2010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Femtocell Location Verification Techniques Borgaonkar [27]

CVE 2013 CVE-2013-2270 MITRE [41]

Paper

2012 Authenticating Location with Femtocells Brassil [42]

2012 New privacy issues in mobile telephony: fix and verification Arapinis [43]

2012 Brief Overview on Femtocell Architecture & its Threats Ubaid [30]

2012
Weaponizing Femtocells: The Effect of Rogue Devices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Golde [29]

2011 Security analysis of a femtocell device Borgaonkar [3]

Project

2015 CAPEC CATEGORY: Software MITRE [44]

2015 CAPEC CATEGORY: Hardware MITRE [45]

2015 OWASP Internet of Things (IoT) Project OWASP [46]

2014 CAPEC CATEGORY: Physical Security MITRE [47]

2013 OWASP Top Ten Cheat Sheet OWASP [48]

2011 CWE/SANS TOP 25 Most Dangerous Software Errors SANS [49]

Standard

2016
Service requirements for Home Node B (HNB) and Home eNode B (HeNB) 

TS 22.220 v13.0.0
3GPP [50]

2014
Security of Home Node B (HNB) / Home evolved Node B (HeNB). TS 

33.320 v12.1.0
3GPP [51]

2011
Security of Home Node B (HNB) / Home evolved Node B (HeNB). TS 

33.320 v11.2.0
3GPP [23]

2009 Security of H(e)NB (Release 8), 3GPP TR 33.820 v8.3.0 3GPP [52]

2009
Architecture aspects of Home Node B (HNB) / Home enhanced Node B 

(HeNB) TR 23.830 v9.0.0
3GPP [53]

2008 Security Issues in HNB Deployment GSM Association [22]

Table 1. Femtocell Attack Libraries

와 같은 공격 라이 러리를 이용하면 DFD 상의 각각

의 요소에서 발생 가능한 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집한 공격 라이 러리를 통해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공격

을 인지할 수 있다.

3.3  분석(Threat Analysis)

앞서 도출한 DFD에서 각 요소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요

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들을 공격 라이 러리를 이용

해서 정리하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신뢰 경계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역과 신뢰하지 않는 

역의 DFD 구성 요소의 을 정리한다.

신뢰할 수 없는 역은 HeMS 서버와 코어망을 제외한 모

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 

Table 2와 같다. 반 로 신뢰할 수 있는 역 내에 있는 HeMS 

서버와 코어 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은 Table 3과 같다.

먼 , 공격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30개의 을 식별한다. 

각각의 을 특징에 맞게 분류한 결과 로토콜 공격, 물리

 공격, 무선자원 리에 한 공격, 사용자 데이터와 신원 

라이버시 공격, 치기반 공격, 설정 공격, 자격증명 훼손으로 

크게 7가지로 분류한다. 이 게 식별  분류한 을 정리한 

후 STRIDE 요소에 해당 하는 부분을 명시한다.

3.4 취약  분석을 한 체크리스트(Checklist)

일반 으로 소 트웨어의 취약 을 분석하는 경우 침투테

스트(Pentest)를 통해서 근한다. 침투테스트를 하는 경우 분

석가의 노하우나 기존에 알려진 체크리스트를 이용한다. 하지

만, 이러한 분석 방법들이 침투테스트 시 분석 상의 모든 

부분이나 역을 분석했는지에 한 완 성(Completeness)을 

입증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분석 시 사용하는 체크리스

트의 완 성을 입증하기 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통해 

도출  식별한  목록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기법을 용해 도출한  

목록에서 실제 취약 이 발생할 수 있는 공격 벡터(Attack 

Vector, Surface)를 크게 네트워크, 애 리 이션(웹 서비

스), 시스템, 하드웨어 4가지 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각의 공격 벡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분석을 한 

근방법을 서술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취약  분석을 한 체크리스트

를 도출한다. Table 4는 펨토셀 취약  분석을 한 체크리

스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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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
Threat 
No

Type Detail STRIDE

HeN
B

T01 Physical attacks Inserting valid authentication token into a manipulated HeNB. T

T02 Physical attacks Booting HeNB with fraudulent software (“re-flashing”). T

T03 Physical attacks Physical tampering with HeNB. T

T04 Physical attacks Environmental/side channel attacks against HeNB T

T05
Attacks on the core 

network, including HeNB 
location-based attacks

Changing of the HeNB location without reporting. T

P1

T06 Protocol attacks Man-in-the-middle attacks on HeNB first network access. T

T07 Protocol attacks Denial of service attacks against HeNB. D

T08 Protocol attacks Compromise of an HeNB by exploiting weaknesses of active network services T

T09 Protocol attacks Manipulation of external time source T

T10 Protocol attacks Attack on OAM and its traffic E

T11 Protocol attacks Threat of HeNB network access E

P2
T12

User Data and identity 
privacy attacks

Masquerade as a valid HeNB S

T13 Configuration attacks Software simulation of HeNB. S

P3

T14
Compromise of HeNB 

Credentials
Compromise of HeNB authentication token by a brute force attack via a weak 
authentication algorithm.

S

T15
Compromise of HeNB 

Credentials
Compromise of HeNB authentication token by local physical intrusion. S

T16
Compromise of HeNB 

Credentials
User cloning the HeNB authentication Token. I

P6

T17
Attacks on the core 

network, including HeNB 
location-based attacks

Traffic tunnelling between HeNBs. R

T18
User Data and identity 

privacy attacks
User’s network ID revealed to Home (e)NodeB owner I

P7

T19
Attacks on the core 

network, including HeNB 
location-based attacks

Misconfiguration of the firewall in the modem/router. R

T20
Attacks on the core 

network, including HeNB 
location-based attacks

HeNB announcing incorrect location to the network T

T21
User Data and identity 

privacy attacks
Eavesdropping of the other user’s UTRAN or E-UTRAN user data. I

T22
User Data and identity 

privacy attacks
Provide radio access service over a CSG E

T23
Attacks on Radio resources 

and management
Radio resource management tampering T

P8

T24 Configuration attacks Fraudulent software update / configuration changes. T

T25 Configuration attacks Mis-configuration of HeNB T

T26 Configuration attacks
Mis-configuration of access control list (ACL) or compromise of the access 
control list

T

Table 2. Femtocell Threat analysis outside the trust boundaries

DFD Threat No Type Detail STRIDE

P4 T27 User Data and identity privacy attacks Masquerade as other users. S

P5 T28
Attacks on the core network, including HeNB 
location-based attacks

Billing information tampering T

HeMS T29 Configuration attacks Bypass Authentication of HeMS E

CN T30
Attacks on the core network, including HeNB 
location-based attacks

Denial of service attacks against core network. D

Table 3. Femtocell Threat analysis inside the trust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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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urface Detail Threat No

Network

Port Scan
Verify that open port T16

Check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rt T16

Packet
Dump

Check that sensitive information is encrypted T18, T19

Check availability that collect calls and mobile data T17, T22

Firmware acquired through packet sniffing T18

Packet Modulation
Replay attack availability T17

Man-in-the-middle attacks (MiTM) to ensure availability of data manipulation T06, T09

Processing 
for 

random data

Verification abnormal payload (impact of the protocol fuzzing) T10, T21, T24

Excessive communication breakdown in transmission error handling Check 
(buffer overflows, DoS)

T07, T08, T10, 
T21, T30

Application

Default Password Using the default password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T15

Admin page 
Exposure

Admin page exposure via search engines T20

Exposure device information through Vulnerability search engine T20

Authentication
policy

Information related to the authentication (the session keys, tokens, cookies) 
exposure

T01

Check reusable Authentication information(the session keys, tokens, cookies) T29

the password length, and special character combinations T20, T26

Limitation of Login attempts counts T11, T13

Management policy like periodic password changes T20, T26

User group
Supports the grouping for the account T16, T27

Accessible functions assigned to each user group T16, T23, T27

Web service 
Vulnerability

Check whether operating system commands T08

Acquirement of User Information (XSS, CSRF) T19

Upload the file extension filtering T08

Bypass the file upload limit T08

Directory listings T08

Download the file by changing paths within the system downloads T08

System

Shell Interface

Exposed administrator ID and PW confirmation T16

Shell interface on the device T11

Access shell other rights of another administrator account T16

Firmware
Acquisition

Support to Official firmware T02

Firmware acquired through the partition dump T02

Firmware Analysis

Access control setting in directory and files T02

Account information is stored in plain text (firmware within the hard-coded) T01

Account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daemons and system files T15

Check the daemon vulnerability T08

Simulation using the firmware T28

Modified firmware 
overwrite

Modified firmware updates during installation or ensure that the certification 
process T25

Bypass that modified firmware installation or update authentication procedures T02, T12, T14, T25

Firmware Downgrade Check T02

Account
and

Access Control

Check running services by default at boot T08

Unnecessary services enabled viewing and analysis T20

Bypass access to directories and files that require authentication T11

Check kernel version that vulnerability exists T08

Hardware

Debug Interface

Verify UART Port T04

Verify JTAG Port T04

Access shell through UART/JTAG T04

Hardware
Signal

Analysis

Check whether the flash memory data sheet published T02

Important information verification system through the signal information T04

Firmware
Acquisition

Obtaining firmware from the memory via the CPU signal information T02

Acquire firmware via flash memory dumps T02

Modified firmware 
overwrite

Firmware Update that JTAG exists T01, T02, T14

Check availability of firmware updates via flash memory T01, T02, T14

Exposure to 
physical attack

Physical access (damage) T03, T04

Arbitrarily change location T05

Table 4. Checklist for Femtocell vulner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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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dure for Femtocell Vulnerability Analysis

4.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펨토셀 취약  분석

체크리스트는 취약  검 항목을 다루고 있지만 체계

인 분석 차가 없으면 취약  분석이 제 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체크리스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취약  분석을 

진행하는 차 한 요하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펨토셀 취약 을 분석하는 차는 

Fig. 4와 같다. 해당 분석 차는 펨토셀과 같은 임베디드 

기기에 한 취약 을 분석할 때에도 공통 으로 용 가능

하다. 도출한 체크리스트와 분석 차를 용해서 실제 펨

토셀에서 발견한 취약 은 다음과 같다.

4.1 기본 비 번호 사용 확인

펨토셀을 운 하는 통신사와 실제 펨토셀을 생산하는 제

조사가 다르다. 그래서 펨토셀에 한 운   리를 용이

하기 해서 펨토셀에 한 매뉴얼을 제조사에서 제공한다. 

펨토셀 설치 시 필요한 리자 ID와 비 번호를 매뉴얼에서 

Fig. 5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이용하

여 원격에서 실제 펨토셀에 SSH 속이 가능하다.

Fig. 5. Weak Authentication

4.2 웹 애 리 이션 리자 페이지 노출

효과 으로 다수의 펨토셀을 리하기 해 펨토셀과 통

신하는 리용 서버를 운 한다. 원격 속이 가능한 펨토

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펨토셀을 리하는 서버와 통신을 

할 때 펨토셀의 ID/PW가 별도의 암호화 없이 통신이 되거

나 설정 일이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취약  검색 엔진(SHODAN)을 이용하여 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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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osure of Device Information

버와 통신하는 펨토셀 기기들을 확인한 결과, 약 7천여 

에 기기에 한 정보가 Fig. 6과 같이 출력된다. 즉, 다수 

기기들이 원격에서 속이 가능한 취약 에 동일하게 노출

되어 있는 것이다.

4.3 취약 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사용여부 확인

Fig. 7과 같이 펨토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일부 서비스

가 sprintf와 같은 취약한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함수를 사용하면 버퍼 오버 로우와 같은 보안 결함

으로 이어질 수 있다.

Fig. 7. Weak function in service(daemon)

AES와 같은 암호화를 용할 때 사용하는 키값이 내부

에 하드 코딩되어 있어서 Fig. 8과 같이 확인가능하다. 노출

된 키값을 이용해서 AES로 암호화 된 정보를 쉽게 복호화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ig. 8. Hard-coded cryptographic key

4.4 통화  데이터 사용 내역 수집가능 여부 확인

펨토셀을 통해 통신하는 모바일 기기가 주변에 있는 경

우, 펨토셀 내에 존재하는 명령어(tcpdump)를 이용하여 패

킷 스니핑을 하면 송수신한 SMS, 음성 트래픽  모바일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Fig. 9와 같이 획득할 수 있다. 이러

한 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 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

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Fig. 9. Privacy information leakage

4.5 물리 인 근에 한 손상(피해) 가능 여부 확인

Fig. 10과 같이 실제로 동작 인 펨토셀 장치 주변에 물

리  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물리

인 손상이나 도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ig. 10. Exposure to physic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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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향후 과제

 모델링을 이용하여 펨토셀에 한 보안 을 식별

하고 효과 인 취약  분석을 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추후 효과 인 보안 취약 을 분석을 한 방안으로서 도움

이 될 것이라고 기 한다. 

실제로 펨토셀 기기의 활성화에 따른 안 한 통신 환경

을 해 발견한 취약 에 해서 해당 펨토셀을 운 하고 

있는 통신사에 취약 을 제보했다(2015.06.29.). 그리고 실무

진 보고(2015.07.14.)와 미 (2015.07.21.)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하는 분들에게 보안 취약 의 문제를 달하여 펨토셀의 

보안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물 인

터넷 시 에 펨토셀과 같은 임베디드 기기에 한 보안 

을 식별하고 취약 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비스 제공사의 담당자분들

처럼 보안에 한 지식이 경미한 분들도 취약  분석을 하

기 한 도구 개발과 취약 에 따른 보안 에 처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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