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점 자료

Apple(iOS, Safari, watchOS, tvOS, Apple Support for iOS) 보안

문서 제목
업데이트 권고

문서 번호

A3AEGIS-20180918-02

작성 일자

2018년 09월 18일

제공 부서

㈜에이쓰리시큐리티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보안 취약점 자료

제 목

Apple(iOS, Safari, watchOS, tvOS, Apple Support for iOS) 보안 업데이트 권고

□ 개요
o Apple社는 자사 제품에 대해 다수의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공지
o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Apple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
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

□ 설명
o iOS의 커널에서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제한된 메모리 영역을 읽을 수 있는 취약점(CVE-20184363) 외 15건
o Safari에서 로직 문제로 인해 악의적인 웹 사이트에서 자동 완성된 데이터를 임의로 추출 가능한 취약
점(CVE-2018-4307) 외 2건
o watchOS의 iTunes Store에서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공격자가
암호 프롬프트를 스푸핑할 수 있는 취약점(CVE-2018-4305) 외 3건
o tvOS의 블루투스에서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동일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공격자가 블루투스
내 용

트래픽을 가로챌 수 있는 취약점(CVE-2018-5383) 외 4건
o Apple Support for iOS의 Analytics에서 동일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공격자가 애플로 전송되는 분석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는 취약점(CVE-2018-4397)

□ 영향 받는 제품 및 버전
o iOS
- iOS 12 미만 버전 [1]
o Safari
- Safari 12 미만 버전 [2]
o watchOS
- watchOS 5 미만 버전 [3]
o tvOS
- tvOS 12 미만 버전 [4]
o Apple Support for iOS
- Apple Support 2.4 for iOS 미만 버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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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안
o iOS 사용자
- [설정] → [일반]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다운로드 및 설치] 선택하여 업데이트
o Safari 사용자
- 홈페이지 직접 설치 : http://support.apple.com/downloads/
- App Store 이용 : 애플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선택
o tvOS 사용자
- Apple TV에서 [설정] → [시스템]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기]를 선택하여
업데이트
o watchOS 사용자
- ‘Apple Watch’ App에서 [나의 시계] → [일반]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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