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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경로 및 실행 행위를 추적한다. 이런 추적된 행위 분석하여 Drive-by download 및 Update attack 공격 가능성이 있

는 앱을 분류한다. 또한 악성 앱의 유포 경로로 많이 사용되는 리패키징 여부를 판별한다. 이런 분류를 통해 고위험성

의 앱에 대한 악성 코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게 하여 악성 앱의 유포를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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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malwares in Android smartphones are becoming increased explosively. Since a great deal of apps

are deployed day after day, detecting the malwares requires commercial anti-virus companies to spend much time and

resources. Such a situation causes malwares to be detected after they have become already spread. We propose a

scheme called TAU that dynamically tracks application behaviors to specify apps with potential security risks. TAU

keeps track of how a user's interactions to smartphones incurs the app installation, the route of app spread, and the

behavior of app execution. This tracking specifies apps that have the possibility of attacking the smartphones using the

drive-by download and update attack schemes. Moreover, the tracked behaviors are used to decide whether apps are

repackaged or not. Therefore, TAU allows anti-virus companies to detect malwares efficiently and rapidly by guiding

to preferentially analyze apps with potential securit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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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ive-by Download

(출처: 참고문헌 [2])
(b) Fake installer

(c) Update attack

(출처: 참고문헌 [2])

(그림 1) 악성 앱의 유포 및 설치 경로

1. 서 론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많은

앱의 배포와 더불어 악성 앱의 출현도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악

성 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평균

1242개의 앱이 배포되는 상황[1]에서 안티바이러스

회사는 이들 앱 중에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요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악

성 앱이 이미 많은 스마트폰으로 확산된 후에야 대처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의 유포 경

로 중의 한 기법은 Drive-by download[2]이다. 이 기

법은 (그림 1)(a)처럼 SMS, QR Code 등을 이용하여

구글 마켓이 아닌 특정 URL로 사용자를 유도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앱인 Fake installer[2,3]는

(그림 1)(b)에 나타난다. 이 앱의 실행 시 특정 메시

지로 새로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버튼을 누르

게 되면 특정 URL의 앱을 다운로드 한다. 이런 앱은

2013년에 전체 악성 앱 중 약 73%를 차지한다[3]. 또

다른 악성 앱의 유포 경로로 Update attack 기법이

사용된다. 이 기법은 (그림 1)(c)처럼 앱에 악성 코드

를 포함시키지 않고, 앱 실행 시 사용자에게 업데이

트를 유도하여 원격 서버에서 악성 앱을 설치한다.

정적 기반의 분석 기법을 통해 Drive-by

download와 Update attack 공격 가능성이 있는 앱을

탐지하는 연구[4]가 이루어졌다. 이 기법은 원격 서버

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특정한 API의 존

재 유무를 실행파일에서 찾는다. 만일 이 API가 존

재하면 악성 앱의 다운로드 또는 업데이트하는 행위

를 판별한다. 하지만, 이 기법의 한계는 이 API의 사

용 없이 원격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

식을 취하는 악성 앱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리패키징(Repackaging)은 이미 배포된 앱을 디컴

파일하여 소스 코드로 변환 후 코드를 수정하거나 삽

입하고, 다시 패키징하여 악성 앱을 유포하는 기법이

다. 2013년에 가장 많이 발견된 악성 코드

‘Andr/Qdplugin-A’는 전체 악성 코드의 43.8%를 차

지하며, 이들은 모두 리패키징 앱으로 유포될 정도로

리패키징은 악성 앱의 유포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5]. 리패키징된 악성 앱의 대부분은 원본 앱과 똑

같은 이름으로 배포되고 있다. 앱의 리패키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앱 마켓에서 많은 앱의 수

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앱 마켓의 웹사이트에서

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 기법[6,7]

을 사용한다. 하지만 구글 공식 마켓에서 크롤링을

막고 있다[8]. 또한 자바스크립트 방법으로 제작된 마

켓에서 크롤링으로 앱 수집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롤링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

폰에 설치되는 앱 정보를 동적으로 수집하여 리패키

징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9]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앱 마켓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

는 앱의 리패키징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앱 설치 및 실행 행위를 추적

하여 Drive-by download, Update attack 및 리패키

징 기법으로 유포되는 앱을 지정하는 TAU 기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터치하면 해당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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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UI가 동일한 앱의 UI로 변경되거나 다른 앱의 UI

로 전환된다. 이때 TAU 기법은 이들 UI 전환을 기

록하여 앱 실행 행위를 추적한다. 이 추적된 정보는

원격 서버로 전송되어 앱 설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격 서버는 앱 설치 경로를 확인하여 다

음처럼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은 앱을 분류한다. 첫

째, 앱이 여러 마켓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그 앱의

리패키징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앱의 유포 및 설치

경로를 파악하여 Drive-by download, Update attack

기법의 악성 앱과 설치 경로가 동일한지 파악한다.

만일 경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고위험성의 앱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악성 코드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도록 한다.

TAU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진다. 첫째, 사용

자가 설치한 앱의 정보를 수집한다. 크롤링 기법처럼

웹사이트에서 앱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가 설치한 앱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설

치된 모든 앱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

으로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설치

하는 앱에 대해서만 정보 수집과 분류를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높은 위험도로 분류된 앱에 대해 우선적

으로 악성행위를 탐지한다면 현재보다 좀 더 짧은 시

간 안에 악성 앱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안티 바

이러스업체로 하여금 날마다 출현되는 많은 앱에 대

해 위험도가 높은 앱을 우선적으로 정적 또는 동적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악성 앱의 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2. 관련 연구

Drive-by download 및 Update attack 기법을 사

용하는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해 휴리스틱스 필터링

(Heuristics-based filtering) 기반의 탐지 기법[4]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다양한 마켓에서 앱을 수집하

고, 그 앱 중에 DexClassLoader API가 있는지를 검

사한다. 악성 앱은 원격 서버에 사용자 몰래 다운로

드한 apk 설치파일 또는 dex 실행파일을 설치하기

위해 이 API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API의 존재 여

부로 악성 코드의 다운로드 또는 업데이트하는 행위

를 판별한다. 하지만, 이 기법은 DexClassLoader를

사용하지 않고 패키지 매니저(Package manager)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Drive-by download,

Update attack 기법을 탐지할 수 없다. 또한 이 기법

은 웹사이트와 마켓에서 앱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이미 수집된 앱들에서 악성 앱

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했다.

리패키징 악성 앱의 유포를 막기 위해 리패키징

판별 시스템인 DroidMOSS[10]가 제안되었다. 이 기

법은 원본 앱과 대상 앱의 실행파일에서 해시 값을

추출하고, Fuzzy-hash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두

해시 값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거리가 서로 인

접하면 대상 앱을 리패키징 앱으로 판별한다. 이 기

법의 효율성은 다양한 마켓에서 얼마나 많은 앱을 수

집하는지에 의존한다. 하지만 매일 수천 개씩 출현하

는 앱을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앱

의 실행파일에 대한 해시 값을 분석하기 위해 매우

큰 시간적, 하드웨어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여러 사용자가 설치한 앱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

양한 마켓에 분포된 리패키징 앱을 탐색하는 RePAD

기법[9]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스마트폰에서 동작

하는 클라이언트와 원격 서버로 구성된다. 클라이언

트는 사용자의 터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여 어떤 마

켓 앱이 실행되었는지 감지하고, 그 마켓에서 어떤

앱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앱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전송된 앱의 정보를 바탕으

로 앱의 리패키징 여부를 결정한다. 안티바이러스 업

체는 기존 악성 코드 탐지 기술들[11]을 사용하여 리

패키징 앱들만 분석함으로써 악성 앱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은 구글 마켓처럼 앱

으로 존재하는 마켓에 대해서만 출처를 파악할 수 있

고, 웹사이트로만 존재하는 마켓의 앱까지 리패키징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

3. 본 론

3.1 기본 원리

본 논문은 사용자의 앱 실행을 추적하여 앱 설치

경로를 분석하는 TAU 기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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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자가 터치를 주면 동일 앱에서 UI가 변경되

거나 다른 앱으로의 실행이 전환한다. 이때 이 기법

은 이들 UI 전환을 기록하여 앱 설치 행위를 추적한

다. 앱 설치 행위란 사용자가 앱 마켓, SMS, 웹브라

우저, QR 앱, Installer 앱 등에서 임의의 앱을 다운

로드받아 설치까지 일련의 순서를 나타낸다. TAU

기법은 앱 설치 행위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음

과 같이 앱이 위험성이 있는지를 분류한다. 첫째, 앱

이 여러 마켓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그 앱의 리패

키징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임의의 앱이 악성 앱의

유포 경로와 동일한지를 파악한다. 만일 경로가 동일

하거나 유사하면 고위험성의 앱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를 위해 앱 설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원격 분석

시스템에 전송되며, 위험도가 높은 앱에 대한 악성

코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게 하여 악성 앱의 유

포를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는 TAU의 기본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스

마트폰에는 TAU를 구동하는 클라이언트가 루트 권

한 없이 설치된다. 사용자가 임의의 앱을 설치하면

(과정 1), TAU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터치를 모니

터링 하여 앱의 실행 동작 순서 및 앱들 간의 연동

실행 순서를 추적한다(과정 2). 이 추적을 통해 앱

설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앱 설치가 완료

되면 설치된 앱의 정보(앱 출처, 이름, 해시 값)와 앱

설치까지의 실행 순서에 대한 정보를 원격 서버로 전

송한다(과정 3). 원격 서버는 전달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며, 앱의 리패키징 여부 및 악성 앱

과 유사한 설치 행위를 가지는 앱을 고위험성이 있는

앱으로 분류한다(과정 4).

(그림 2) TAU 기법의 개요

3.2 사용자 앱 설치 행위 추적 기법

안드로이드[12]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한다. UI는 액티비티

(Activity) 컴포넌트로 구현되며, 사용자에게 나타나

는 모든 화면은 액티비티로 구현된다. 사용자가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에 실행했던 액티비티를 보여

주기 위해 안드로이드는 백 스택(Back stack)[13]을

사용한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액티비티의 집

합을 태스크(Task)라고 하며, 백 스택은 태스크의 액

티비티들이 실행되었던 순서로 스택에 저장한다. 액

티비티를 실행할 때마다 해당 액티비티의 설정을 참

고하여 현재 태스크 또는 새로운 태스크의 스택에 저

장하게 된다. 아울러 액티비티 스택에 대한 접근은

루팅(Rooting) 또는 탈옥(Jailbreak) 없이 안드로이드

에서 제공되는 API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3)은 액티비티와 백 스택의 동작에 대한 예

제를 나타낸다. 액티비티 A, B, C는 동일 태스크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A에서 B로 실행되면 백 스택

은 A의 상태를 저장하고 액티비티 B를 스택에 넣는

다. 화면에 나타난 액티비티 B를 포그라운드

(Foreground) 액티비티라고 하며, A는 백그라운드

액티비티라고 한다. 이후 B에서 C를 실행하게 되면

동일 과정을 거쳐 스택에 저장되게 된다. 이 상태에

서 사용자가 백 버튼을 누르면 C는 스택에서 빠지게

되고, 저장해놓았던 B가 화면에 보여주게 된다.

(그림 3) 백 스택 동작 예제

TAU는 사용자의 앱의 UI 전환을 추적하기 위해

백 스택과 별도로 액티비티 정보를 관리하는 TAI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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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태스크별로 가진다. 우선 사용자의 터치 이벤

트를 받으면 터치 이벤트 핸들러에서 현재 태스크를

확인한다. 이 태스크에 대응하는 TAI 리스트의 마지

막 위치에 새로운 포그라운드 액티비티의 정보(클래

스 이름, 액티비티의 패키지 이름, 태스크 ID)를 삽입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앱이 설치되는 시점까지 반

복한다. 이와 별도로 시스템은 이 태스크의 백 스택

에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한다.

(그림 4)는 앱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그전까지의

앱 설치 행위 또는 경루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보여

준다. 안드로이드에서 앱 설치, 재설치 및 삭제 동작

을 패키지 매니저가 수행한다. 이들 동작이 완료되면

안드로이드는 모든 앱에게로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를

전달한다. 이 이벤트를 받으면 TAU 클라이언트는

(그림 4)에 나타난 알고리즘을 호출한다. 이 알고리

즘은 우선 현재 화면에 나타난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태스크에서 관리되는 TAI 리스트를 얻는다(줄 번호

2). 설치된 앱이 저장된 폴더 위치에서 앱의 apk 설

치파일에서 해시 값을 얻고(줄 번호 3∼4), 원격 서버

에서 리패키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마

지막으로 TAI 리스트의 끝에 위치한 패키지 매니저

의 액티비티로부터 이전에 실행된 액티비티들의 정보

를 차례로 검사한다.

// let fg_act be foreground activity being shown on screen
// let TAI_list be TAI list with the information of activities
1: find foreground task fg_task such that fg_act ∈ fg_task
2: get TAU_list associated with fg_task
3: get the name of app pkg and its folder from msg
4: get hash value from apk file in the folder
5: set tmp_act to previous activity of pkg mgr in TAI_list
6: repeat
7: if tmp_act is activity of web browser then
8: set url_field of tmp_act to the most recent URL
9: goto line 17
10: else if tmp_act is activity of market app then
11: set name_field of tmp_act to market store name
12: goto line 17
13: end if
14: find the previous activity of tmp_act in TAI_list
15: set tmp_act to the found activity
16: until tmp_act does not exist
17: if broadcast msg is pkg_reinstall event then
18: set update_field of tmp_act
19: end if
20: send the information of all activities in TAI_list to
remote server

(그림 4) 사용자 행위 추적 알고리즘

검사 대상 액티비티를 통해 앱이 어떤 경로로 다

운로드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TAI 리스트에서 웹브

라우저 또는 앱 마켓 액티비티를 만나면 이들 액티비

티의 앱에서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판단한다.

만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했다면(줄 번호

7) 웹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API인 getAllVisitedUrls를 사용한다. 이

API는 웹브라우저가 최근에 방문한 URL 기록들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만일 공식 또는 비공식 마켓

앱에서 다운로드했다면(줄 번호 10) 이 앱의 액티비

티 정보에 마켓의 이름을 저장한다. 나중에 서버는

이 이름을 통해 해당 앱이 특정 앱 마켓에서 다운로

드 받았음을 확인한다.

앱 설치는 새로운 앱 설치와 기존 앱 업데이트를

위한 재설치로 분류된다. BaseBridge 악성 앱처럼 재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새

로운 앱 설치와 별개로 앱 재설치 경로를 추적할 필

요가 있다. TAU는 앱의 출처를 확인 후에 전달된

브로드캐스터 이벤트의 종류를 확인하여 앱의 재설치

여부를 확인한다(줄 번호 17).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가 앱 재설치 이벤트라면 앱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

음을 확인하고 해당 앱을 다운로드한 앱의 액티비티

정보에 업데이트 여부를 표시한다. 결국 설치된 앱의

출처를 확인 후에는 사용자가 접근한 모든 앱의 정

보, 즉 TAI 리스트의 시작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의

액티비티 정보를 순차적으로 원격 서버로 보낸다. 아

울러 설치된 앱의 패키지 이름과 해시 값도 함께 전

송한다.

3.3 리패키징 탐지에 대한 응용

TAU는 다중 마켓 환경에서 앱의 리패키징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앱이 여러 마켓에 존재

함을 파악해야한다. (그림 5)는 앱의 출처를 파악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사용자는 앱을 설치하기 위하여

론처(Launcher) 또는 바탕화면에서 특정 마켓 앱을

실행한다(단계 1, 2). 마켓 앱에서 임의의 앱을 다운

로드하면(단계 3) 패키지 매니저 액티비티가 실행되

어 앱 설치를 진행한다(단계 4). 앱 설치가 완료되면

앱 설치 완료 이벤트가 브로드캐스트 된다. 이때 각

단계별로 TAI 리스트에 UI의 액티비티들의 정보(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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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3)가 추가된다. 그 후 (그림 4)의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액티비티들의 정보를 원

격 서버로 전달된다.

(그림 5) 비공식 마켓에서의 앱 설치 추적

서버는 리패키징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앱 및 패

키지 이름 외에 dex 실행파일의 해시 값을 사용한다.

개발자가 같은 앱의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각기 다른

마켓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때 이들이 동일한 앱 또

는 리패키징 앱을 업로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리패

키징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행파일의 해시 값을 사

용한다. 실행파일 헤더의 시그너처 필드는 앱의 코드

를 기반으로 SHA-1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해시 값을

저장한다. 리패키징 앱을 만들기 위해 원본 앱의 코

드를 수정하면 리패키징 앱은 원본 앱과 다른 해시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름과 버전이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해시 값을 가지는 앱들을 리패키징 앱으로 판단

한다. 반면에 동일한 앱이어도 버전이 다르다면 해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높은 버전의 앱이

새로운 버전의 앱으로 판단하며 리패키징 앱으로 판

단하지 않는다.

(그림 6) 웹사이트에서의 앱 설치 추적

TAU는 (그림 6)처럼 마켓이 아닌 웹사이트로부터

설치된 앱에 대한 리패키징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와의 차이점은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로 임의

의 URL의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것이다(단계 1).

따라서 (그림 4)의 줄 번호 7과 같이 앱 설치 후에

TAI 리스트에 있는 액티비티들의 정보를 서버로 보

내기에 앞서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 했음을 확인하

고,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획득한다. 그 획득된

URL을 웹브라우저의 액티비티 정보에 함께 포함해

서 서버로 전달한다. 결국 기존 리패키징 탐지 연구

[9]는 앱으로 존재하는 마켓에 대해서만 출처를 파악

할 수 있으나, TAU는 웹사이트로 존재하는 마켓 또

는 임의의 웹사이트의 앱까지 리패키징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3.4 Drive-by Download 탐지에 대한 응용

TAU 기법은 Drive-by Download 방식으로 설치

되는 앱을 분류한다. 이 분류를 통해 안티 바이러스

업체로 하여금 고위험성 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7)은 SMS로 전송된 웹사이트 링

크를 클릭함으로써 악성 앱의 설치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SMS 앱을 실행한다(단계1). SMS의 웹 링크를 클릭

하면 웹브라우저가 실행된다(단계2).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앱이 다운

되어 설치된다(단계3). 설치가 완료되면 패키지 매니

저의 액티비티가 실행되며(단계4), TAU는 UI의 액티

비티들의 정보를 TAI 리스트에서 획득 후에 원격 서

버로 전송된다.

(그림 7) Drive-by download 앱 설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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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서버는 앱이 패키지 매니저 액티비티 바로

이전에 실행되었던 앱이 마켓 앱 또는 웹브라우저인

지 확인한다. 만일 마켓 앱 또는 웹브라우저가 실행

되었다면 다시 이전 액티비티 정보를 확인한다. 만일

이들 앱이 론처에서 실행되었다면 사용자가 의도적으

로 앱 설치를 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론처

가 아닌 다른 앱(예로, SMS 앱)이 마켓 또는 웹브라

우저를 실행했다면 이 앱으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앱 설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받은

원격 서버가 Drive-by download 공격 가능성 여부

를 어떻게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단계 4까지 스

마트폰에서 앱 설치까지 SMS, 웹브라우저, 패키지

매니저의 액티비티 순으로 실행되었다. 이때 서버로

전달되는, TAI 리스트의 액티비티 정보 A1∼A3는

액티비티의 컴포넌트 이름도 함께 포함된다. A1, A2,

A3 순서로 전달받은 액티비티들의 정보에서 서버는

com.android.packageinstaller(패키지 매니저, A3)를

찾은 후, 그 앞의 패키지 이름을 살펴본다. 이 패키지

이름이 com.android.browser(웹브라우저, A2)이므로

임의의 웹사이트에서 Drive-by download로 설치되

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그 앞의 패키지가

com.android.mms(SMS 컴포넌트, A1)이기 때문에 사

용자로 하여금 앱 설치를 처음 유도한 앱이 SMS이

며, 이를 통해 악성 앱의 웹사이트 주소가 전달되었

음을 판단한다.

(그림 8) Fake installation 앱 설치 추적

TAU는 (그림 8)의 Fake installation을 통한 악성

앱의 설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사용자가 론처에

서 Installer로 가장한 악성 앱을 실행한다(단계 1).

실행된 앱은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

정 웹사이트 주소를 보여주거나 임의의 마켓 앱을 실

행한다(단계 2). 설치 버튼을 누르면 앱이 다운로드

되며(단계 3) 패키지 매니저가 실행된다(단계 4). 설

치 완료 시에 TAU는 앱 다운로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웹브라우저의 액티비티 정보에 해

당 URL를 기록한다. 그 후 패키지 매니저 실행 이전

에 실행된 앱들의 액티비티 정보를 원격 서버로 전송

한다.

원격 서버는 전송된 액티비티들의 정보를 통해

Fake installation 가능성이 있는 앱으로 판별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액티비티들의 정보를 통해 패키지

매니저 이전에 실행된 액티비티의 앱이 웹브라우저

또는 마켓 앱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이들

앱이 실행되었다면 Drive-by download 또는 마켓

앱에서의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판단한다. 그

렇지 않고 임의의 앱의 액티비티라면 해당 앱이

Installer의 실행으로 앱이 다운로드 되었다고 판단한

다.

3.5 Update attack 탐지에 대한 응용

(그림 9) Update attack 추적

(그림 9)는 Update attack을 사용하는 앱 설치를

추적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업데이트를 유도한다(단계 1).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

하면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고(단계 2), 패키지 매니

저가 실행되어 앱을 재설치 한다(단계 3). 앱의 재설

치 여부는 앱 설치 완료 후에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종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재설치 이벤트

이면 (그림 4)의 줄 번호 17처럼 설치된 앱을 다운로

드한 앱의 액티비티 정보에 재설치 여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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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되면 단계별로 저장한 앱들의 액티비티

정보를 원격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재설치한 앱의

새로운 버전 정보를 함께 원격 서버에게 전달한다.

원격 서버는 앱의 업데이트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송된 액티비티들의 정보를 사용한다. (그림 9)에서

전달된 액티비티들의 정보로부터 패키지 매니저의 그

이전의 액티비티 정보를 확인한다. 론처에서 시작되

어 air.com.A32red.mobileair 앱에서 임의의 앱이 설

치되었음을 확인한다. 3.4절에서 Installer를 통해 앱

이 설치 과정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그림 4)의 줄

번호 17을 통해 설치된 앱에 대한 업데이트 여부가

액티비티 정보에 기록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버는 A32red 앱을 통해 임의의 앱이 새로운 설치가

아닌 재설치 되었으며, 이 앱을 Update attack 가능

성이 있는 앱으로 분류한다. 특히 구글 마켓을 통해

설치된 앱은 정책상으로 반드시 업데이트도 구글 마

켓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업데이

트는 악성 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실 험

4.1 실험 환경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젤리 빈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 2를 사용

하였다. 원격 서버로는 Intel® Core2 6300 프로세서

와 2GB의 램을 장착한 시스템에 Windows 7

Ultimate K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한 서버를 사용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TAU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위해 Apache 웹 서버를 설치하였고, 앱 설치 경로

정보를 저장 및 분석을 위해 MySql을 설치하였다.

TAU 기법을 통해 고위험성으로 분류된 앱이 실

제 악성 앱인지 검증하기 위해 10개의 안티바이러스

앱 Avast Free Mobile Security, IKARUS mobile

security, Kaspersky Mobile Security, Lookout

Security & Antivirus, McAfee Mobile Security,

Zoner Antivirus Free, AVG Mobilation Anti-Virus,

Bitdefender Mobile Security, ALYac, TrustGo

Mobile Security이다. 이들의 탐지율은 2012년 2월에

보고된 문서[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실험 결과

4.2.1 리패키징 앱 분류

리패키징 판별의 검증을 위해 구글 공식 마켓(170

개)과 비공식 마켓인 SlideME(45개), goAPK(45개)에

서 총 260개의 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앱 중 앱 이

름과 패키지 이름이 같은 13쌍의 앱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7쌍(14개)이 리패키징으로 판별하였다. <표 1>

은 리패키징으로 판별된 앱들의 정보를 나타낸다. 7

쌍의 앱은 앱 이름과 패키지 이름, 버전이 같지만 출

처와 해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리패키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앱 이름 버전 수집 마켓 카테고리

DrumHead 3.0.0 M1, M2 음악

Kids Cleanup 1.0 M1, M2 아동

iReader 1.7.2.0 M1, M3 문서

Magic Piano 1.0 M1, M3 음악

Tiny Music

Quiz
1.2 M1, M2 게임

Viber 2.1.6.632 M1, M2 통신

WhatsAPP 2.7.9450 M2, M3 통신

<표 1> 리패키징 앱 탐지

(M1-구글 공식 마켓, M2-SlideME 비공식 마켓,

M3-goAPK 비공식 마켓)

4.2.2 공격 가능성 앱 분류

공격 가능성 앱의 분류를 위해 3개의 마켓, 즉 구

글 공식 마켓에서 60개, SlideME 비공식 마켓에서

427개, Black Market Alpha 비공식 마켓에서 16개로

총 503개를 수집하였다. 수집 기준은 해당 마켓의 카

테고리별 선호도가 높은 순으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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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M1 M2 M3 Total

Drive-by Download

가능성 앱
0 29 0 29

Update Attack 가능성

앱
1 3 0 4

Total 1 43 2 46

<표 2> 분류 결과

(M1: 구글 공식 마켓, M2: SlideMe, M3:

BlackMarket Alpha)

<표 2>는 수집된 앱 중에서 Drive-by download

와 Update attack 가능성이 있는 앱을 분류한 결과이

다. Drive-by Download 가능성의 앱은 29개였으며,

모두 SlideME 비공식 마켓에서 수집한 앱이었다.

Update attack 가능성의 앱은 4개였으며, 구글 공식

마켓에서 1개와 SlideMe 비공식 마켓에서 3개를 수

집하였다.

<표 3>은 각 분류에서 악성 앱으로 판정된 앱의

개수와 비율을 나타낸다. 총 46개의 앱 중에 47.8%인

22개의 앱이 악성으로 판정되었다. Drive-by

Download 공격 가능성이 있는 29개의 앱 중 44.8%

인 13개의 앱이 악성으로 탐지되었다.

분류 총 개수
악성 앱
개수

비율
(%)

Drive-by download
가능성 앱

29 13 44.8

Update attack 가능성
앱

4 1 25

Total 46 22 47.8

<표 3> 악성 앱 탐지 결과

더불어 Update attack 가능성 앱은 4개이며, 이중

에 1개의 앱이 악성으로 탐지되었다.

503개의 수집된 앱 중에 안티바이러스 앱을 통해

악성으로 판별된 앱이 22개이며, 이들 앱 모두 TAU

기법으로 고위험성으로 분류된 46개의 앱에 포함된

다. 따라서 안티바이러스 회사가 TAU 기법으로 분

류된 고위험성의 앱들만 우선적으로 분석한다면 전체

앱 중에 9%의 앱만 분석하여도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다. 이는 분석할 대상 앱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악성 앱 출현에 대응할 수 있

다.

악성 코드 이름 개수

Trojan.FakeApp.G 1

Trojan.AndroidOS.SmsSend.247 1

Adware.AndroidOS.Airpush 8

Adware.AndroidOS.Leadbolt 13

Adware.AndroidOS.Senddroid 1

Adware.AndroidOS.Airpush-Gen 5

Adware.Hamob.A 2

Adware.Youmi.A 1

Adware.AndroidOS.Counterclank 3

Adware.Plankton.A 4

Total 39

<표 4> 탐지된 악성코드 현황

<표 4>는 악성 앱의 종류를 나타낸다. 스마트폰의

정보를 수집하는 트로이 목마 코드(FakeApp,

SmsSend) 2개, 원격 명령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

하는 악성 코드(Plankton) 4개, 악성 애드웨어

(Airpush, Airpush-Gen, Leadbolt, Senddroid,

Counterclank, Hamob, Youmi)가 33개가 탐지되었다.

하나의 악성 앱에서 여러 개의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

기 때문에 앱의 개수와 악성 코드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애드웨어는 광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이며,

최근 앱의 가격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포함하

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악성 애드웨

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등의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분류
앱
개수

비율
(%)

악성 앱
개수

악성 앱
비율(%)

Case D-1 18 62 8 44.4

Case D-2 11 38 5 45.4

Total 29 100 13 44.8

<표 5> Drive-by Download 기법의 세부 분류

Drive-by Download 기법을 사용하는 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작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으며 결과

는 <표 5>와 같다.

(1) Case D-1 : 사용자에게 외부 apk 설치파일에

연결된 웹사이트나 마켓 링크가 주어지며,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앱이 설치되는 경우다. 이 분류에는

Drive-by Download 기법을 사용하는 29개의 앱 중

에 62%인 18개의 앱이 해당하였다. 또한 18개 중



70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4호 (2014. 06)

44.4%인 8개의 앱이 악성으로 탐지되었다.

(2) Case D-2 : 특정 웹사이트의 URL로 사용자를

유도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임의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38%인 11개의 앱이 해당되었다. 이들

이 유도하는 웹사이트는 현재 대부분이 접속되지 않

았지만,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가능

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분류된 11

개의 앱 중 45.4%인 5개의 앱이 악성으로 판정되었

다.

5. 결 론

본 논문은 사용자의 앱 설치 및 실행 행위를 추적

하는 기법인 TAU를 제안한다. 이 기법은 사용자와

스마트폰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는 앱의 실행 행위를

추적하고, 수집된 실행 행위를 통해 고위험성의 리패

키징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Drive-by download,

Fake installation, Update attack 방법을 통해 유포되

는 악성 앱과 설치 경로를 비교하여 악성 앱과 비슷

한 경로로 설치되는 앱들을 고위험성의 앱으로 분류

한다. 실험 검증을 통해 공식 또는 비공식 마켓에서

많은 앱을 수집하여 고위험성의 앱들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된 앱에 대해 상용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로 약 50%의 앱이 악성 앱으로

판별되었다. 결국 분류된 악성 앱에 대한 악성 코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행토록 함으로써 악성 앱의 유

포를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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