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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단말은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지원하지만, 최근 모바일 악성코드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유출, 요금 과다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오
픈 플랫폼으로서 공격자들이 악성코드를 배포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시그니처/행위기반 
분석방법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Feature 를 선정하였다. 또한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하여 악성코드 탐지성능을 분석하고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1. 서론 

최근 모바일 단말이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지

원하게 됨으로써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통신

서비스 현황 자료[1]에 따르면 2012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376 만 명에서 3,272

만 명으로 약 9 백만 명이 늘어났다. 또한 한국인터

넷진흥원에 따르면 2012 년 기준으로 약 4 억 7 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출하되었으며, 2015 년에는 10 억 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2]. 1 

이와 같이 모바일 단말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

게 됨으로써, 모바일 단말 내에는 은행 정보 및 위치, 

통화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산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격자들의 공격대상은 기존 PC 에서 모바일 

단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악성코드가 발

견된 환경을 보면 기존 PC 환경보다 모바일 환경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은 2012

년 월별 모바일 악성코드 발생량을 보여준다[3].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모바일 플랫폼을 살펴보면 대

부분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사용자가 증가와 더불어 안

드로이드 플랫폼이 타 모바일 플랫폼에 비해 악성코

드를 배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프시큐

어의 보고서[4]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악성코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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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2 년 월별 모바일 악성코드 발생량 

 

격 중 79%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나타났으며,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성코드

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5-7]. 탐지 방법은 크게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5,6], 
행동 기반 분석 방법[7]으로 나눌 수 있다.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은 특정 문자열이나 특징

적인 패턴을 시그니쳐로 정의하여 생성된 시그니쳐와

의 매칭을 통해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하지

만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행동 기반 분석 방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프로

세스 행동과 악성코드 수행 시의 공격패턴을 기계학

습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7]의 연구에서는 안드

로이드에서 발생하는 88 개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앱과 비정상적인 앱을 
탐지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88 개의 이벤트를 모니터

링하는 오버헤드와 많은 수의 Feature 사용으로 인해 
오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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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하

기 위해 수집되어야 할 Feature 를 선정한다. 또한 선
정된 Feature 를 바탕으로 최근 우수한 성능으로 주목

받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8]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SVM 기
반의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서술하며, 3 장에서는 실
험 결과를 서술하고,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한다. 

 
2. SVM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방법 

본 장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를 위

해 수집하는 Feature 설명하며, 실험에서 활용한 악

성코드 탐지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한다. 
 

2.1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Feature 선정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기계학습 기반의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Feature

의 값들을 수집해야 한다. 안드로이드에서 수집할 수 

있는 Feature 는 네트워크 사용량, 배터리 사용량, 

CPU 사용량 등 비교적 다양한 값들을 수집한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Feature 는 7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

류하였으며, 총 32 개의 Feature 를 선정하였다. 분류

된 카테고리는 <표 1>과 같다. 
 

<표 1> 수집한 Feature 의 리스트 

 

네트워크, SMS, CPU, 전원, 메모리, 가상 메모리 

카테고리의 경우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자원들의 사용

량을 수집하며, 프로세스 카테고리의 경우는 현재 동

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별로 ID, 이름 등의 정보를 수

집한다. 메모리 카테고리는 Native, Dalvik, 기타 외

부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의 양을 수집한다. 가상 메모리 카테고리의 경우 메

모리 이외의 보조기억장치를 메모리로 활용하는 가상 

메모리 정보를 수집한다. 

 

2.2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앱과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을 무작위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코

드 탐지를 수행한다. 정상적인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

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앱과 플레이 스토어 순위에 기

록된 앱을 사용한다.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의 경우 

Snake, PJApps, birds.rio, GoldDream, onekeyypn 를 

사용한다. (그림 2)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시

스템의 구조로 크게 Data Processing 컴포넌트와 

Malware Detection and Analysis 컴포넌트로 구성된

다. 
(그림 2)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의 구조 

 

Data Processing 컴포넌트의 경우 정상적인 앱과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을 무작위로 실행시켜 해당 앱

의 네트워크, 메모리, 전원, CPU 사용량을 벡터화하

여 저장한다. Malware Detection and Analysis 컴포

넌트는 각 앱 별로 벡터화 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트

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류하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컴포넌

트이다[9].  

악성코드 탐지를 위하여 사용된 SVM 은 주어진 분

류문제를 항상 전역적 최적의 해가 보장되기 때문에 

패턴인식 및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

인다[10]. 이러한 SVM 의 장점은 새로운 데이터의 유

입으로 탐지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3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정상적인 앱과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을 무작위로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벡터화

하여 저장한 뒤, SVM 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

개한다. 벡터화 된 자료는 앞서 소개한 Feature 32

개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증명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지표인 TPR(True 

Positive Rate), TNR(True Negative Rate), 

FPR(False Positive Rate), FNR(False Negative Rate)

를 사용한다. 각 지표에 관련된 수식은 (1)-(4)와 같

다. 
 

𝑇𝑇𝑇 ∶   
𝑇𝑇

𝑇𝑇 + 𝐹𝐹  𝑋 100 ⋯⋯⋯ (1) 

𝑇𝐹𝑇 ∶   
𝑇𝐹

𝑇𝐹 + 𝐹𝑇  𝑋 100 ⋯⋯⋯ (2) 

𝐹𝑇𝑇 ∶   
𝐹𝑇

𝑇𝐹 + 𝐹𝑇  𝑋 100 ⋯⋯⋯ (3) 

𝐹𝐹𝑇 ∶   
𝐹𝐹 

𝑇𝑇 + 𝐹𝐹  𝑋 100 ⋯⋯⋯ (4) 

카테고리 Feature 이름 

네트워크 RxBytes, TxBytes, RxPacket, TxPacket 

SMS Send/Receive SMS 

CPU CPU Usage 

전원 Level, Temperature 

프로세스 
Process ID, Process Name, Running 

Process 

메모리 

Native Size, Shared, Allocated, PSS, VSS, Free 

Dalvik Size, Shared, Allocated, PSS, VSS, Free 

기타 PSS, VSS, Shared 

가상 메모리 Vmpeak, VmHwm, VmData, VmSize, Vm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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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R 은 실제 정답지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판단한 비율(1)을 말하며, TNR 은 실제 정

답지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항목이 아닌 것들을 정확

하게 판단한 비율(2)을 말한다. 또한 FPR 은 실제 정

답지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해당 항목이라고 판단한 비율(3)을 말하고, FNR

은 실제 정답지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항목임에도 불

구하고 다른 항목으로 오 판정한 비율(4)을 말한다. 

여기서 TPR 과 FNR 은 1 의 보수 관계이며, TNR 과 FPR 

또한 1 의 보수 관계이다. 앞서 소개한 악성코드 탐

지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앱과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 

5 개를 선정한 Feature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

표 2>와 같다. 

 
<표 2> SVM 알고리즘을 적용한 악성코드 탐지 결과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TPR 과 TNR 이 높고 FPR 과 

FNR 이 낮은데, 이는 SVM 을 기반으로 악성코드 탐지

를 수행했을 때 비교적 정확하게 탐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을 정확하게 분류한 결과(TPR)가 평균적으로 

0.976(97.6%)이며,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임에도 불구

하고 정상적인 앱으로 판단한 결과(FNR)는 평균적으

로 0.023(2.3%)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NR

을 살펴본 것은 실제 악성코드 탐지 연구에서 악성코

드를 포함한 앱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으로 탐지하지 못한 비율이 보안상 중요하게 여겨

지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한 Feature 를 선정하고 이를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하여 탐지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VM 은 모

든 악성코드를 정확하게 탐지하였다. 하지만 FNR 은 

평균 2.3%의 결과를 보여 비교적 낮은 탐지율을 보였

다. 2.3%의 오탐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악성코드를 정상적인 앱으로 탐지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여 보안상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를 통

하여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기기에 악성코드 유입시 

실시간 탐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사용자 

인터렉션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악성코드를 탐

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통신 가입자 현황”, 2013. 3. 
[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11 월호”, 

2012. 11. 
[3] 안철수 연구소 시큐리티 센터, “ASEC 리포트 2012 

Vol. 36”, 2013. 1. 
[4] F-Secure, “Mobile Threat Report Q4”, 2012. 
[5] Aubrey-Derrick Schmidt, Ahmet Camtepe, and Sahin 

Albayrak, “Static Smartphone Malware Detection”, In 
proceedings of the 5th Security Research Conference 
(Future Security 2010), ISBN:978-3-8396-0159-4, pp. 
146, 2010. 

[6] Thomas Blasing, Aubrey-Derrick Schmidt, Leonid 
Batyuk, Seyit A. Camtepe, and Sahin Albayrak. “An 
Android Application Sandbox System for Suspicious 
Software Detection”, In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licious and Unwanted Software (Malware 2010), 
Nancy, France, 2010. 

[7] Asaf Shabtai, Uri Kanonov, Yuval Elovici, Chanan Glezer, 
and Yael Weiss, “Andromaly : A behavioral Malware 
Detection Framework for Android Devices”,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pp. 1~30., 2011. 

[8] Suykens, Johan AK, and Joos Vandewalle.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ers.”, Neural processing 
letters 9.3, pp. 293-300., 1999. 

[9] 함효식, 최미정, “모바일 환경에서 비정상행위 탐
지 시스템 설계”, 통신망운용관리 학술대회, 계명

대학교, pp.7-11, May. 2013.  
[10] Tsochantaridis l., et al. Support Vector Machine 

Learning for Interdependent and Structured Output 
Spaces. In Proc. ICML, pp. 104, 2004. 

 Normal Snake PJApps birds.rio GoldDream onekeyypn 

TPR 0.994 0.999 0.999 0.946 0.945 0.991 

TNR 0.977 0.995 0.999 0.999 0.999 0.999 

FPR 0.023 0.005 0.001 0.001 0.001 0.001 

FNR 0.006 0.001 0.001 0.054 0.05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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