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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바의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은 보안관리자(Security Manager)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목적을 가
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 하지만 최근에 자바 애플릿(Java Applet)을 통해 자바 API
의 취약점을 이용한 시스템 공격 방법들이 공개되면서 자바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자바 보안관리자를 우회하는 자바 코드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디버깅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바 가상머신에서 사용되는 Core API 의 코드를 수정하고 새로운 API
룰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디버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본 연구가 
자바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서론 

최근 인터넷 발달로 인해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서비스들이 증가하였으며, 자바(Java)는 현재 웹 애플

리케이션(Web Application)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이다. 자바 애플릿(Applet)의 사용률이 증
가하면서 이를 노린 악성코드 또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자바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의 보안을 강화하

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바 가상

머신의 취약점을 노린 악성코드의 작동원리를 효율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디버깅 방식을 제안한다. 
자바 가상머신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할 때와 애

플릿을 실행 할 때 작동 방식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
다. 애플리케이션은 로컬 컴퓨터의 코드가 실행되는 
반면, 애플릿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코드를 
전송 받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로컬 시스템을 보호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들은 자바 
애플릿을 실행하기 전에 자바 보안 관리자(Security 
Manager)를 생성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바이트 코드가 
실행 될 때 보안 관리자를 이용하여 그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애플릿이 허가 받지 않은 코
드를 실행하면 보안관리자는 애플릿을 종료시킨다. 

자바 가상머신의 취약점을 노린 악성코드는 보안관

리자를 무력화 시키거나 우회함으로써 허가 받지 않
은 코드의 실행을 성공시킨다. 이는 사용자가 악성코

드를 갖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릿을 실행시

키는 것만으로도 로컬 시스템의 권한을 외부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바 가상머신의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는 자바 

Core API 의 디버깅이 필요하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

로 보안 디버깅 옵션을 지원하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

여도 자바 Core API 내의 로컬 변수 값은 확인 할 수 
없으며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기도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자바 Core API 의 코드를 수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디버깅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기
존의 보안 디버깅 옵션의 단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자바 보안관리자의 작동원리

를 설명하고, 3 장에서는 디버깅 환경에 대해 설명한

다. 4 장에서는 보안관리자를 우회하는 악성코드의 사
례를 소개하고 이를 디버깅하여 코드를 분석하는 과
정을 다룬다.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언급한다. 

   
2. 보안관리자 

(그림 1)는 자바 가상머신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1][2][3]. 클래스 파일(Class File)에는 클래스가 
바이트 코드로 저장되어 있다. 바이트 코드는 가상머

신 내에 클래스를 생성하기 전 바이트 코드 검사기

(Bytecode Verifier)를 통해 코드 중 이상 유무를 검사 
받는다[4]. 클래스 로더(Class Loader)는 바이트 코드 
검사기를 통과한 코드를 이용하여 클래스를 생성한다

[5]. 로드 된 클래스가 자바의 API 를 호출 하면 보안

관리자는 이 클래스의 프로텍션 도메인(Protection 
Domain)이 특정 권한(Permission)을 갖고 있는지 확인

한다. 만약 허가 받지 않은 시스템 접근을 시도하면 
자바의 예외처리가 발생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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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바 가상머신 

 
checkPermission()는 메소드 스택에 있는 스택 프레

임을 검사하여 유저 클래스(User Class)의 프로텍션 도
메인이 메소드의 인자로 넘겨준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메소드이다[6]. (그림 2)는 자바 API 에서 보
안관리자의 checkPermission()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을 나타내었다. System.getSecurityManager() 메소드는 
보안관리자가 활성화 되어있으면 오브젝트 주소를 리
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null 값을 리턴한다[1]. 자바 
API 를 호출한 클래스가 자바 애플릿을 통해 로드되

었을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보안관리자가 생성되었

기 때문에 if 구문의 checkPermission() 메소드가 실행

된다[2].  

 
(그림 2) 보안관리자 checkPermision() 메소드 

 
3. 디버깅 환경 

자바에서는 보안관련 디버깅 옵션을 제공한다[2]. 
(그림 3)은 보안 디버깅 옵션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실
행하였을 때 나오는 화면 중 일부이다.  

 
 (그림 3) 보안 디버깅 옵션 
 

(그림 3)의 디버깅 옵션을 사용하였을 경우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바 API 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보안 테스트를 위한 가상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다. (그림 4)는 이 과정의 순서도를 나타낸 그
림이다. 

(Ⅰ)은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원하

는 디버깅 출력화면을 코드로 작성한다. (Ⅱ)는 생성

한 클래스를 rt.jar 파일에 삽입시켜 생성된 클래스

가 시스템 권한을 가지게 한다. (Ⅲ) 디버깅 하고자 

하는 자바 API 를 rt.jar 파일 내에서 검색한다. 디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클래스 파일의 코드를 볼 수 있

다. (Ⅳ)에서는 (Ⅰ)에서 생성한 메소드를 실행시키

는 코드를 (Ⅲ)에서 디컴파일 한 코드에 추가한다. 

(Ⅴ) 는 (Ⅳ)에서 수정한 코드를 컴파일하여 다시 

rt.jar 파일에 삽입한다. 
 

 
(그림 4) 자바 Core API 변경 

 
<표 1> Info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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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림 4)의 (Ⅰ)에 해당하는 클래스

를 <표 1>과 같이 생성하였다. Info 클래스는 자바 

스택 의 스택 프레임 출력, 각 스택 프레임의 메소드

를 갖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를 로드한 클래스 로더 

출력,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프로텍션 도메인의 권

한 목록 출력, 자바 API 내에 if 조건문이 있을 경우 

if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변수 값 출력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관리

자를 생성 하기 전 using 필드 값을 true 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Info 클래스 필드 중 LoopCheck 필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디버깅 하려는 API 가 자

바 Core API 이고 이 API 가 Info 클래스에서 사용되

고 있는 API 이면 스택 오버 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StackFramePrint 메소드는 

(그림 5)의 구조를 갖고 있다. 메소드 A 는 자바 API

를 뜻한다. 다음 장에서는 Info 클래스를 가지고 디

버깅 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그림 5) 스택 오버플로우 방지 
 
4. 디버깅을 통한 코드 분석 

2012 년 공개된 보고서 “Security Vulnerabilities in 
Java SE Technical Report”의 exploit 코드 중 issue1 은 
보안관리자를 무력화시키는 코드이다[1]. 자바 1.7 초
기버전 API 중 AverageRangeStatisticImpl 클래스는 
invoke 메소드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  Exploit 코드

는 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sun.awt.SunToolkit” 클래스

를 로드한다. “sun.awt”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자바 
User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

다. [1]의 issue1 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
의 자바 API 들을 디버깅 해보아야 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일부 과정만을 다루도록 한다.   
 

 
(그림 6) SecurityManager 코드 수정 

 
(그림 6)은 SecurityManager 클래스의 

checkPackageAccess 메소드와 checkPermission 메소드

를 수정한 내용이다. StackFramePrint 의 인자로 들어간 
String 은 checkPackageAcess 메소드의 인자값을 확인

하기 위한 문자열이다. 각 if 문이 실행되기 전에 
ifPrint 메소드의 인자로 조건문안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자열이 들어간다. StackFramePrint 메소드 내에서 
checkPermission 메소드가 호출되므로 Info.LoopCheck 
필드를 통해 무한루프를 방지하는 코드가 있어한다. 

(그림 7)은 이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 중 일부이다. 
첫줄에서 checkPackageAccess 의 인자로 들어온 것이 
“java.lang”인 것을 통해 checkPacakageAccess 메소드가 
“java.lang” 패키지에 접근하려는 중 실행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Methods]” 는 어떤 메소드 스택 프
레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다. 메인 메소드 내
에서 java.lang 의 패키지에 접근하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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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lassLoader]”는 어떤 클래스 로더에 의해 로드 
된 클래스인지를 보여준다. 자바 System 클래스의 경
우 null 값이 리턴된다. 보안관리자는 클래스 로더가 
null 인지를 확인하여 System 클래스와 User 클래스를 
구분한다.  “[Permission]”은 클래스가 갖고 있는 권한

을 의미한다. System 클래스의 경우 “<all permissions>” 
권한을 갖고 있지만 User 클래스인 BlackBox 의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권한과 실행파일이 있는 경로

의 파일의 읽기 권한을 갖고 있다. “[ if ]”는 ifPrint 메
소드의 출력 결과이다. “[variable]”과 “[bool]”을 통해 
조건문의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tackFramePrint 메소드와 ifPrint 메소드를 이용하여 
exploit 코드의 권한 체크 과정을 추적해 나갈 수 있
다. 

 

 
(그림 7) 디버깅 화면 

 
5. 결론 

자바의 취약점을 이용한 방법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 원하는 디버깅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분석을 시도 할 
수 있다. 3 장의 Info 클래스는 한가지 사례일 뿐이며 
디버거 사용자가 원하는 클래스를 생성하면 된다. 본 
논문의 방식을 참고하여 좀 더 효율적인 디버깅 환경

을 개발하여 자바 보안 분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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