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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테인트드로이드(TaintDroid)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 사

용자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 하였을 때 테인트드로이드 서버로 URL을 전송하여 테

인트드로이드 서버의 가상디바이스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악성행위를 탐지한다. 실제 스마트폰에서 스미싱으

로 의심되어 설치하지 못하였던 애플리케이션은 가상 디바이스를 통하여 테스트하고 악성행위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기법은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 문자메

시지의 탐지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분석결과를 통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의 확인이 가능하다.

A Study on SMiShing Detection Technique using Taint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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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detection technique of smishing using a TaintDroid is suggested. Suggesting system detects malic

ious acts by transmitting a URL to the TaintDroid server and installing a relevant application to a virtual device of

the TaintDroid server, when a smartphone user receives a text message including the URL suspected as a smishing.

Through this we want to distinguish an application that can not install because of suspicion of a smishing in an act

ual smartphone whether said application is malicious application or not by testing with the virtual device of said sys

tem. The detection technique of a smishing using the TaintDroid suggested in this paper is possible to detect in a n

ew form a smishing with a text message and to identifying which application it is through analysis of results from

a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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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폰들은 PC 환경과 매

우 유사하기 때문에 PC 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성코드

에 의한 침해 사고들이 스마트 폰 환경에서도 유사하

게 발생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악성코드가 출현하

는 PC 환경의 경우, 이미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정형화된 기법과 도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윈도우즈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

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 기법 및 도구의 활용이

용이하다. 반면, 스마트 폰 상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악성코드의 경우에는 분석 가능한 전용 도구들이 부

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자체가 수십 종의 플랫

폼 상에서 구현되며 다양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

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악성코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

이 따른다. 2008년 6월까지 확인된 모바일 악성코드

수는 변종을 포함하여 총 4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99%이상의 모바일 악성코드들이 스마트

폰 시장 현황을 반영하듯 심비안과 윈도우즈 모바일

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방화 된 스마트 폰 시

장에서의 외산 단말기 유입과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

폰 생산, 해외 로밍 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모바일 악

성코드의 전파로 인해 국내 역시 모바일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1]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정보 흐

름을 추적하는 실시간 감시 도구 테인트드로이드(Tai

ntDroid)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기법을 제시한다. 테

인트드로이드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테인트드로이드를 직접 스마트폰에 적용하게 되

면 약 14%의 적지 않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또한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고 외부 유출을 탐지

할 수는 있지만 차단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2]

제안 기법은 오버헤드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테인

트드로이드를 외부의 서버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URL을 테인트드로이드가 설치

된 서버로 전송한다. 테인트드로이드가 설치된 서버의

가상디바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분석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분석 정보를 스마트폰 사용자에

게 알려주어 위험성을 알려준다.

2. 관련연구

2.1 스미싱(Smishing)

스미싱(Smishing)은 SMS(Short Message Service)

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공

학 기법 중 하나이다. 스미싱은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

기 위해 공공기관 및 쿠폰발송 등의 내용을 가장한 S

MS 메시지를 보내어, 모바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탈취 및 무단 소액결제를 이용한 금전적인 피해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스미싱의 공격 방식은 첫째로 문자

메시지에 URL을 첨부하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둘째로 문자메시지에 전화번호를 첨부하여 전화 걸기

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외국에서는 주로 전화번호

를 첨부하여 전화걸기를 유도하는 방식을 이용한 사

기 유형이 대부분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 적은 편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주로 URL을 첨부하는 방식을 이

용한 유형이 대부분이다.

2.2 스미싱 동작 절차

국내 스미싱 피해 사례들은 문자메시지에 URL을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방식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미싱의 동작 절차

(그림 1)을 보면 먼저 공격자는 희생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첨부

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공격자는 희생자가 스마트

폰에 전달된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여 악성 애

플리케이션을 다운 및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감염된 스마트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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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문자메시지의 수신내용을 공격자에게 전달하

며, 특정 문자메시지를 희생자가 보지 못하도록 차단

한다. 공격자는 수집된 해당 스마트폰의 정보로 소액

결제를 진행한다. 소액결제 업체는 결제요청을 받아

해당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인증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며 악성 앱은 이를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공격자에게만 인증메시지를 전달한다. 공격자는 탈취

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감염된 스마트폰의

희생자 명의로 결제를 진행한다.

(그림 2) 스미싱의 최근 공격 유형

이와 같은 절차는 최근에 (그림 2)와 같이 클라우

드 서비스(Cloud-Service) 환경과 단축 URL(Short-U

RL)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좀 더 발전하였다.

공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성 애플리케

이션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는 용도로 사용

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종적을 쉽게 감출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에게 저렴

한 비용으로도 강력한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표 1> 단축 URL의 예

한남대학교 (hnu.kr)

http://goo.gl/fs8ufs http://goo.gl/4ufPFG

http://goo.gl/aobcXx http://goo.gl/1WR7Yl

http://goo.gl/fc1bs3 http://goo.gl/U5jtYh

공격자가 단축 URL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는 URL을 메시지로 보낼 시 문자메시지의 최대 한계

크기인 80바이트를 넘지 않고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단축 URL은 트위터(Twitter)의 용도로 개발

된 것이다.

<표 2> 단축 URL 서비스 제공업체

Short-URL 서비스 제공업체

TinyURL.com

shorl.com

notlong.com

google.com

bit.ly

me2.do

트위터의 경우 게시판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

가 14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에서 자신이 가

진 정보를 최대한 표시하기 위해 단축 URL이 파생되

었다. 또한 단축 URL의 경우 <표 1>과 같이 동일한

주소를 나타내는 변칙적인 단축 URL을 제공하기 때

문에 공격자는 계속하여 악성 앱의 단축 URL을 변경

할 수 있다. 그리고 희생자가 직접 접속하기 전까지는

URL 제공자의 설명만을 믿고서 URL에 연결해야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 점을 악용한

다. 단축 URL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업체

는 <표 2>와 같다.

2.3 피해사례 분석

스미싱을 이용한 피해사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방식은 (그림 3)과 같이 점

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하자면, 먼저 금융기관 및 중요기

관들을 사칭하는 유형이 있다.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를 기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제안하는 형식이다. 다음으로 할인 쿠폰과 기프트콘

(Giftcon) 등의 피해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쿠폰 및 경품 수령을 하도록 유

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동창회 및 결혼식 E-

청첩장 등으로 유도를 하는 방식이 있으며,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었다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

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시키는 방식이 있다.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3월까지의 스

미싱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사건의 피해사례는 5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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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며, 피해금액은 11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게임업

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어 이 외에도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다.[3]

(그림 3) 스미싱의 일반적인 사례

3.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기법

3.1 테인트드로이드

W.Enck 등이 제안한 테인트드로이드는 안드로이

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정보 흐름을 추적하는 실시간

감시 도구이다. 테인트드로이드의 주요 목표는 민감한

데이터가 신뢰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

로 나갈 때 탐지하는 것이다.

(그림 4) 정보 흐름 추적을 위한 안드로이드 구조

(그림 4)는 안드로이드에서 추적할 수 있는 레벨의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테인트드로이드는 정보의 흐름

에 대한 추적은 메시지 레벨과 변수 레벨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테인트드로이드는 함수 레벨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변수에 대해 TaintTag를 달아 놓는

다. 이 후 TaintTag가 달린 변수를 계속 추적하여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경우 탐지

가 이루어진다. (그림 5)는 테인트드로이드의 수정된

스택 형식을 보여준다.[4]

(그림 5) 테인트드로이드 : 수정된 스택 형식

(그림 6) 테인트드로이드(ContentProvider 부분)

(그림 6)은 ContentProvider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하는 테인트드로이드의 일부를 나타낸다. 전송

서버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악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5]

(1) ContentProvider에 연결하고 쿼리 함수를 호출하

는 URI를 사용하여 전송

(2) 쿼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반환

Filtration는 URI가 감염된 소스인지의 여부 확인

(예를 들어 ."contacts", "sms", "browser/bookmarks",

"mms"), URI에 일치하는 텍스트가 있는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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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트드로이드 변수에 TaintTag 마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3) TaintTag 마크가 있는 변수는 Network Send에

함수 전송(예를 들어, OSNetworkSystem.java에

서 function send())

(4) 변수에 TaintTag가 있는 경우, send() 함수는 시

스템 로그파일에 기록 된 태그 이름은 “TaintLog”

이다.

(5) 네트워크는 변수를 얻어 native 계층에 함수를 보

낸다.

(6) 테인트드로이드NotifyService는 Network Send에

서 온 태그 명이 “TaintLog”인 이벤트의 전송 여

부를 확인하고 이 이벤트를 분석한다.

(7) 테인트드로이드NotifyService는 스마트폰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3.2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시

스템

3.2.1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기법 제안

앞서 살펴본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테인트드로이

드를 이용한 스미싱 시스템은 테인트드로이드를 직접

스마트폰에 적용할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방지하고

자 외부의 테인트드로이드에 URL 정보를 보내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외부의 테인트드로이드 서버를 사용

할 시에는 가상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을 탐지할 수는 있지만 차단 할 수 없

다는 테인트드로이드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시

스템에 악영향을 끼쳐도 가상디바이스를 초기화시킴

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그림 7)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시스템 구성도

(그림 7)은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제안된 시

스템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미싱 의심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테인트드로이

드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URL정보를 받은 테인트드

로이드 서버는 해당 URL로 접속하여 가상디바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실행하게 된다. 실행 후 테인

트드로이드 서버에는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하여 가

상디바이스에서의 정보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악성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테인트드로이드 알림(Tai

ntDriod notification) 정보를 띄우게 된다. 서버에서는

이 테인트드로이드 알림(notification) 정보와 애플리

케이션 실행 시 기록된 로그캣(logcat) 데이터와 애플

리케이션 실행 화면 스크린샷을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스미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3.2.2 분석 결과 정보

ZertSecurity라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을 테인트드로이드 서버에서 테스트해 보았다.

(그림 8) 테인트드로이드 notification 데이터

(그림 8)은 (그림 7)에서의 테인트드로이드 알림(no

tification) 데이터에 해당한다. 테인트드로이드 알림

(notification) 정보에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

pment Identity)정보의 유출을 감지한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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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ogcat 데이터

(그림 9)는 (그림 7)에서의 로그캣 데이터에 해당되

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프로그램인 로

그캣을 이용하여 검출한 오염에 해당하는 로그정보

이며, 테인트드로이드 알림(notification) 정보와 비슷

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ZertSecurity라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상디바이스에서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10)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4. 결 론

안드로이드는 지난 몇 년 간 스마트폰 분야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70%를 차지 할 정도로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

기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폰에 대한 보안 위협도 증가하였으며 안드로이드 애

플리케이션은 악의적 목적을 지닌 해커들에게 공격목

표가 되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

키는 스미싱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탐지하기 위한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기법을 제안하

였다. 기존의 스미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은 신종 스미

싱 문자메시지의 경우 탐지의 한계점이 있으며 미탐(f

alse negative)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기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탐지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분석결과를 통해 어떤 애

플리케이션인지의 확인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테인트드로이드를 이용한 스미싱 탐지 시스템은

테인트드로이드를 직접 스마트폰에 적용할시 발생하

는 오버헤드를 방지하고자 외부의 테인트드로이드 서

버에 URL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외부의

테인트드로이드 서버를 사용할 시에는 가상디바이스

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을 탐지할

수는 있지만 차단 할 수 없다는 테인트드로이드의 한

계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가상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쳐도 가상디바이스를 초기화시

킴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사용자가 테인트드로이드를 이

용한 스미싱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받

았을 때 지금의 테인트드로이드 알림(notification) 데

이터보다 인지하기 쉽도록 하며, 한번에 많은 분석 요

청 시 과부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기법의 실용화 가능성을 위한 구현과 악성행위

탐지에 있을 오탐율 및 미탐율의 감소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외부 전송 및 결

제 시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

려주고 승인을 받는 과정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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