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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공개 인 구조 때문에 다양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공개된 앱의 코드를 

재사용하는 앱 재사용(reuse) 공격에 취약하다. 안드로이드 앱 재사용 공격에서 공격자는 역공학을 통

해서 악한 기존 앱의 유용한 코드 블록을 재사용해서 악성앱을 만든다. 이러한 안드로이드 앱 재사

용 공격에 항하기 해서 다양한 방어기법들이 제안되었다. 기존에 제안된 기법들이 앱 체 코드에 

한 재사용 공격을 탐지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앱에서 코드 블록 재사용에 한 분석기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Birthday paradox을 이용해서 앱에서 재사용되는 코드 블록에 한 수

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동일 코드 블록 재사용 확률은 체 코드 블록 에서 재

사용 코드 블록이 차지하는 비율과 코드 블록 재사용에 참여하는 악성앱들의 개수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악하 다.

1. 서론

   공개 인 구조 때문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많은 수의 

스마트폰 운 체제로써 각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의 공개성은 공격자들이 취약 을 찾고 시스템을 공격하

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안드로이드 앱의 코드를 

재사용해서 악성앱을 제작하는 앱 재사용 공격은 안드로

이드 생태계의 보안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앱 재사

용 공격을 방어하기 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부분의 기법들은 앱 코드 체에 한 재사용을 탐지하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앱에서 

코드 블록의 재사용에 한 수리  분석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구체 으로 보면, 본 기법에서는 Birthday 

Paradox[7]을 코드 블록 재사용 분석에 용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안드로이드 앱 재사용공격 탐지를 해 제안된 표

인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시맨틱 정보를 이용하거나[1], 

핵심 리소스를 활용하는 탐지 기법들이 제안되었다[2]. 그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 심 학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R7719-16-1002)

리고 시각 으로 재사용된 앱들을 악하는데 이아웃 

리소스들을 사용한 탐지 기법도 있다[3]. 한 난독화에 

항성을 갖는 탐지 기법[4], 워터마크를 이용하거나[5], 

퍼지 해싱을 이용한 탐지 기법들도 제안되었다[6].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앱 재사용공격 탐지에 을 두

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수리  분석을 통해서 앱 재사

용공격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리  분석은 앱 재사

용공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3. Birthday Paradox를 이용한 코드 블록 재사용 

분석

  본 분석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 가 공개되어 있

다고 가정한다. 한 명의 공격자들은 역공학을 통해서 

을 개의 dex 코드 블록들로 분할하 다고 가정한

다. 추가 으로 각각의 공격자들이 개의 dex 코드 블록

 일부를 재사용해서, 각각 악성앱 

을 제작한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공격자들이 독립 으로 

앱 로부터 균등하게 임의로 (uniformly at random) 

선택된 개의 코드 블록을 재사용해서 악성앱   

( ≤  ≤ )을 만든다면,  개의 악성앱이 모두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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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재사용할 확률 은 Birthday Paradox[7]에 의해

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의 식이 나온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악

성앱이 에서 개 블록을 재사용하면, 두 번째 악성

앱은 첫 번째 악성앱이 선택한 개의 블록을 제외하고 재

사용 블록을 선택하고, 세 번째 악성앱은 첫 번째와 두 번

째 악성앱이 선택한 개의 블록을 제외하고 재사용 블록 

선택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 번째 이후의 

악성앱들도 재사용 블록 선택을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개의 악성앱 에서 두개의 앱

이 에서 같은 개 블록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앱

들은 서로 다른 블록을 재사용할 확률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을 일반화 시키면, 개의 악성앱 에서  ≤ ≤ 개

의 앱이 으로부터 같은 개 블록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앱들은 서로 다른 블록을 재사용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모든 개의 악성앱들이 으로부터 같은 개 

블록을 재사용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1은 


값의 변화에 따른 의 에 한 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 고정이 되어있을 때, 


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값에 해서 

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의 체 코드 블록 에서 

재사용되는 코드 블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재사용 코드 

블록을 사용하는 악성앱들의 개수가 작을수록 모든 개의 

악성앱들이 같은 개의 블록을 재사용할 확률이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값이 변화할 때, 가 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보여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코드 블록 재사용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특히 Birthday Paradox를 이용

해서 앱의 동일 코드 블록 재사용 확률에 한 분석을 수

행하 다.  재사용 코드 블록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코드 

블록 재사용에 참여하는 악성앱들의 개수가 감소할수록, 

참여하는 악성앱들이 같은 코드 블록들을 재사용 확률

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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