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앱(App)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응용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와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앱에는 악성코드가 있는데, 
AhnLab의 최근 3개월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약 480,000건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Android 앱은 오픈소스 기반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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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커가 변형된 악성코드를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종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악성코드에 감염된 악성앱을 다운
받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악성코드는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AI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앱은 
악성코드의 유무에 따라 정상앱과 악성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앱에서 Feature를 추출
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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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앱(App)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응용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와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앱에도 악성코드가 있는데, 악성코드의 유무에 따라 정상앱과 악
성앱으로 나눌 수 있다. 악성코드는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탐지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어 AI를 활용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에서는 악성앱에서 Feature를 추
출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종류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일일이 탐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대부분의 악성앱에서 Feature을 추출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안 
외에 두 가지를 더 제안하려 한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악성앱 학습을 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법과
는 반대로 정상앱을 공부하여 Feature를 추출하여 학습한 후 정상에서 거리가 먼, 다시 말해 비정상(악
성앱)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하는 방안은 기존 방안과 첫 번째로 제안한 방안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이다. 이 두 기법은 향후 앱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pp is used on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also has malicious code, which can be divided into normal 
and maliciou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hacking codes. Because there are many kind of malware, it is 
difficult to detect directly,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malicious app using AI. Most of the existing methods are to 
detect malicious app by extracting features from malicious app. However,  the number of types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making it impossible to detect malicious code.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wo more methods 
besides detecting malicious app by extracting features from most existing malicious app. The first method is to learn 
normal app to extract normal’s features, as opposed to the existing method of learning malicious app and find 
abnormalities (malicious app). The second one is an ‘ensemble technique’ that combines the existing  method with the 
first proposal. These two methods  need to be studied so that they can be used in future mob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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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성코드는 그 종류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완벽히 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대부분의 악성앱에서 Feature을 추출
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안 외에 두 가지를 
더 제안하려 한다. 첫 번째 방안은 악성앱에서 
Feature를 추출하여 학습한 후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정상앱에서 Feature를 추출하여 
학습한 후 정상에서 거리가 먼 비정상(악성앱)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하는 방안은 기존 방안과 
첫 번째로 제안한 방안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
이다[1].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악성앱을 탐지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기존 방안을 
개선한 새로운 탐지 방안을 소개하고, 마지막 4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 연구

행위기반 탐지 및 머신러닝 기법 적용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빠르게 변화하는 악성 앱의 특성을 
찾아내고 모델에 적용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등,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악성앱에서 특징
(feature)을 추출하여 학습한 후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2][3].

2.2 이상 탐지 기법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란 대다수의 데이터
(악성코드 앱)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차이나는 
특성을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상탐지는 
지도 학습, 반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방식 모두와 
연관이 있다. 학습 전에 전체 데이터를 정상과 
이상으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레이블) 지도 
학습 방식을, 정상 데이터만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 반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한다. 정상과 이상 
데이터 중 어떠한 데이터도 명확히 분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한다.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은 우선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 찾아내고, 그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패턴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데이터를 
이상 데이터로 판별한다. ‘이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정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정 데이터가 정확히 정상인지 혹은 이상인지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데이터일 가능성’
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4]. 

LOF (Local Outlier Factor)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
이터와 이웃한 데이터들이 근처의 밀집 데이터 영역
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토대로 이상 데이
터를 탐지하는 비지도 기반 학습 방법이다[5].

그림 1. LOF(Local Outlier Factor)

Isolation Forest는 소수 범주(이상치)는 개체수가 
적고, 소수 범주 데이터는 정상 범주 데이터와는 
특정 속성 값이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한다. 이상치 탐지를 위해 먼저 하나의 객체를 
고립(isolation) 시키는 tree를 생성한다. 특정 개체가 
고립되는 말단 노드까지의 거리를 이상치 점수로 
정의하고, 고립되는 말단 노드까지의 거리가 짧을
수록 이상치 점수가 높아지도록 설정한다. 입력 데
이터에 대한 이상치 점수가 특정 threshold 보다 
높을 경우 이상치 데이터로 탐지한다[6].

그림 2. Isolation Forest

Ⅲ. 제안 방안

기존 연구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악성앱 탐지 방안은 악성앱에서 
특징(feature)을 추출하여 학습한 후 악성앱을 탐지
하는 방안이 대부분이었다. 행위기반 탐지 및 머신
러닝 기법 적용을 통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법은 변조 혹은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종류와 
수가 증가하는 악성코드의 모든 행위를 기반으로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악성 안드로이드 
앱 탐지를 위한 개선된 특성 선택을 통한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안은 다양한 특성 선택 방법의 조합과 
가중치를 부과하여 악성앱 탐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성이 변경된 신종 악성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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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방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2][3]

첫 번째 방안은 기존 방안과는 반대로 정상앱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한 후 정상에서 거리가 먼, 
다시 말해 악성앱을 찾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존 악성앱을 기준으로 탐지하던 방안과는 다르게 
정상앱을 기준으로 하여 악성앱을 탐지하는 기법
이기 때문에 정상앱의 Feature를 추출하여 추출한 
Feature를 바탕으로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I에 학습시켜 악성앱을 탐지한다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악성코드를 기존보다 정확히 탐지
함에 따라 탐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악성앱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한 후 악성앱을 탐지하는 기존 방안과 새롭게 
제안한 정상앱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학습한 후 
정상에서 거리가 먼 악성앱을 찾는 두 번째 방안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ensemble technique)이다. 
앙상블 기법은 기존방안과 새롭게 제안한 방안의 
장단점을 보완한 기법이다. 이 방안은 기존 방안과 
새로운 방안을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정확도와 탐지율 면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

그림 3. 악성앱 탐지 순서

악성앱의 Feature를 추출하여 학습한 후 악성앱을 
탐지하는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정상앱 Feature를 
추출하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한 후 , 악성앱을 
탐지한다. 사용 알고리즘은 Autoencoder, LOF(Local 
Outlier Factor), Isolation Forest 알고리즘 외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해도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악성코드를 
사람이 일일이 탐지하기 어려우므로 AI를 활용하여 
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악성코드가 포함
되어 있는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안은 악성코드에서 
Feature를 추출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
이었다면, 새로 제안하는 방안은 반대로 정상앱의 
Feature를 추출하고 학습한 후, 정상에서 거리가 먼 
악성앱을 탐지하는 방안과, 기존 방안과 새로 제안한 
방법을 결합한 앙상블 기법이다. 제안한 두 가지 
기법은 Android 기반 앱에서만 해당한다.

새롭게 제안한 두 가지 기법은 기존 기법보다 
악성앱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탐지율과 정확도를 
높여주어 ROC Curve 가 우수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앙상블 기법은 기존 기법과 새로 

제안한 기법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우수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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