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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렉션은 자바 언어의 기능 중 하나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조사하거나 내부의 동작 구조를 조작할 

수 있다.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되면 자바 소스의 난독화 뿐만 아니라 정적 분석 도구의 API 호출 탐지를 방해하게 되어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만약 이 특성을 악용해 악성 앱 제작자가 특정 API 메소드 호출을 은닉하는 목적으로 사용

한다면 정적 분석에 의존하는 기존 분석 도구들이 API 메소드 호출을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표본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설계한 도구를 이용하여 API 메소드에 리플렉션을 적용하고, 원본 소

스와 리플렉션 후 디컴파일된 소스를 비교하여 API 메소드 호출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은닉 가능함을 보여준다.

키워드: 리플렉션(reflection), 정적 분석(static analysis), 난독화(obfuscation)

I. 서 론

자바 리플렉션(Reflection)[1]은 자바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리플렉션을 이용하면 클래스 이름으로부터 동적으로 객

체의 정보를 얻거나 메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플렉션을 사용하

기 위한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그림2)와 같이 정리된다.

그림1. 기본적인 자바 리플렉션 사용방법

먼저 Class.forName()의 호출로 클래스의 이름으로부터 클래스 

정보를 얻는다. 그 후 그 클래스의 내부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때 주목할 점이  “클래스의 이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데, Class.forName()의 파라미터가 String형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다. 이는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 이름으로 API 호출 여부를 검사하는 

정적분석 기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자바 리플렉션에 대해 클래스와 그 구성요소들을 조사 및 감지한 

연구로는 상황에 적합한 오버로딩을 유도한 툴킷 jContext에 관하

여 소개된 바 있다[2].
또한 조작하거나 활용한 연구로는 분산시스템의 실행환경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동적 변화들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복제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리플렉션의 동적인 기능

을 이용하여 모듈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조작하여 환경적응력을 갖

추는데 사용하였다[3].
그리고 자바 리플렉션을 안드로이드 환경에 적용한 연구로는 

1,179개의 앱을 조사하여 리플렉션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고, 주로 

어떠한 라이브러리에 사용되었는지 연구된 바 있다[4].
그러나 위 연구들은 자바 언어에만 국한되거나 안드로이드에 실

질적으로 적용하여 연구된 바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환경에 자바 리플렉션을 규정된 위험 API[5]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정적분석을 방해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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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리플렉션을 통한 API 정적 분석 무력화 기법

자바 리플렉션은 간접적으로 클래스 내부 구성 요소들을 불러 

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소스의 난독화 효과뿐만 아니라 정적 분석 

도구의 API 호출 탐지 기능을 무력화하여 정적 분석 결과의 정확도

를 떨어뜨리게 된다.
만약 이 특성을 악용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API 메소드 호출을 은닉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를 분석하는 기존 정적 분석 도구들은 이러한 

악성 행위를 탐지하기 어렵다.
(그림 2)는 설계 도구를 이용하여 리플렉션을 적용한 안드로이드 

API 메소드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통하여 API 메소드 은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림 2.  리플렉션을 적용한 안드로이드 

API 분석 방법

2. 실험 및 평가

첫 번째 단계로써 위험 API군[5]을 참고하여 아래의 API를 실행

하는 표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API 설명

getDeviceId() IMEI 값을 가져오기

getSubscriberId() IMSI 값을 가져오기

getSimSerialNumber() USIM 시리얼l 번호 확인

getLine1Number(); 전화 번호 가져오기

getNetworkCountryIso() 국가 정보 가져오기

OpenFileOutput 파일을 열고 쓰기

OpenFileInput 파일을 읽고 읽기

getIpAddress IP 주소 가져오기

getMacAddress MAC 주소 가져오기

setWifiEnabled Wi-Fi 작동 여부 설정

getLatitude 위도 가져오기

getLongitude 경도 가져오기

getContentResolver 저장된 주소록 열람

openConnection 인터넷 연결 요청

sendTextMessage SMS 전송

setLatestEventInfo Notification 쓰기

Build.VERSION.RELEASE 제품 버전정보 추출

Build.MANUFACTURER 제품 제조사 추출

Build.DEVICE 제품 모델명 추출

Build.ID 제품 ID 추출

Build.SERIAL 제품 시리얼 추출

그림 3. 위험 API 

그림 4. 위험 API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본 어플리케이션 

위 어플리케이션은 실행되자마자 (그림 3)의 표에서 제시된 전체 

API들이 동작하도록 구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써 API명으로 탐색하고, 리플렉션을 적용시키는 

설계 도구를 실행한다. 설계 도구의 실행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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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리플렉션 적용 도구의 실행 절차

해당 표본앱은 위험API를 실행시키는 주 내용의 소스 파일과 

Method 이름 혹은 Field 이름을 기준으로 탐색하여 리플렉트 기능

을 적용한 함수로써 해당 기능을 호출하는 소스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에서 세 번째 단계를 보면 Field는 간단히 호출되어 값을 

반환받는 데 비해, Method는 호출과정이 복잡하다. 그 이유로 첫 

번째 Method는 Field와 다르게 Parameter와 반환값을 갖기 때문이

다. 두번째로 해당 클래스의 Method 하나만 호출하는 

“getDeclaredMethod()”의 Parameter 때문이다. 전체 Method를 

탐색하는 “getDeclaredMethods()”는 모든 Class 계층의 public으

로 선언된 Method를 탐색하는 Method로 아무 Parameter를 갖지 

않지만, “getDeclaredMethod()”의 경우 String형의 “Method 이
름”과 Class 배열형의 “Paramter의 Type”을 Parameter로 갖는다. 
즉, 호출하고자 하는 Method 이름만으로는 해당 Method를 호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회한 방법이 사전에 해당 Method들이 포함된 Class 

이름을 바탕으로 모든 Method를 탐색 후 ArrayList에 저장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는 ArrayList에 저장된 값, 
Method 스스로를 조사하여 해당 Method가 포함된 “Class 이름”과 

“Parameter 형과 개수”, 그리고 “반환 값”을 알아내서 접근한다.
이렇게 되면 Method의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리플렉션을 이용

하여 하나의 Method를 호출될 때 생기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 
그렇기에 Method 이름만으로도 리플렉션을 적용한 해당 Method
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은 이를 적용한 설계 도구의 소스의 

일부분이다.

public class Reflectorize {

 String[] classNameArr =

   {

      "android.telephony.TelephonyManager",

      "android.content.ContextWrapper",

(중략)

   }

 public static ArrayList<Method> methodList

   = new ArrayList<Method>();

(중략)

   

 public Reflectorize() {

   //classNameArr[]을 참조해서 모든 Method를 저장

(중략)

 }

  public Object invokeMethod(String methodName, 

Object receiver, Object[] argList) {

      

   //Method 이름으로 탐색 후 해당 Method 저장

   Method m1 = getTargetMethod(methodName);

   try {

    Class<?> cls

      = Class.forName(m1.getDeclaringClass().getName());

     

    //Parameter Type 및 개수 조사

    Class<?>[] parTypes

      = new Class[m1.getParameterTypes().length];

    for(int i=0 ; i<parTypes.length ; i++)

      parTypes[i] = m1.getParameterTypes()[i];

    //Parameter 조사

    Object retObj = null;

    if(parTypes.length > 0) {

      Method m2

        = cls.getDeclaredMethod(m1.getName(), parTypes);  

      retObj = m2.invoke(receiver, argList);

    }

    else {

       Method m2

         = cls.getDeclaredMethod(m1.getName());

       retObj = m2.invoke(receiver);

    }

         

    //반환값 조사

    if(!m1.getReturnType().equals(java.lang.Void.TYPE))

       return retObj;

          

     } catch (Exception e) {}

       

     return null;

 }

(중략)

}

그림 6. 설계 도구의 소스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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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출하는 쪽에서의 Method는 (그림 7)과 같은 변형을 

갖는다.

그림 7. 설계 도구를 이용한 리플렉션이 적용됐을 때 호출되는 

Method의 형태

그리고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Field 호출 양상도 위와 비슷

하다. 또한 실행 결과도 적용 전후로 동일하다.
다음으로는 (그림 7)에서 예시를 든 API들을 dex2jar[6]와 

javaDecompiler[7]를 이용하여 디컴파일하고 비교한다. 결과는 (그
림 8) 및 (그림 9)와 같다.

//SMS 전송
SmsManager.getDefault().sendTextMessage("821040298423", 
null, "TEST", null, null);

//위도 얻기
double d1 = paramAnonymousLocation.getLatitude();

//문자열 입력
MainActivity.this.openFileInput("text.txt");

그림 8. 리플렉션을 적용 하지 않은 소스의 디컴파일 결과 일부

//SMS 전송
Object[] arrayOfObject =
 { "821040298423", null, "TEST", null, null };
this.reflectorize.invokeMethod("sendTextMessage", 
SmsManager.getDefault(), arrayOfObject);

//위도 얻기
double d1 =
((Double)MainActivity.this.reflectorize.invokeMethod("getLa
titude", paramAnonymousLocation, null)).doubleValue();

//문자열 입력
(InputStream)MainActivity.this.reflectorize.invokeMethod("openFil
eInput",new 
ContextWrapper(MainActivity.this.getApplicationContext()), new 
Object[] { "text.txt" }));

그림 9. 리플렉션 적용 한 소스의 디컴파일 결과 일부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모든 API들이 직접적인 호출없이 직접 

설계한 Method만으로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정적 분석 

도구[5]들은 API 메소드 이름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플렉

션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정적 분석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리플렉션

을 사용할 경우 직접적인 API 메소드 호출 문장이 객체와 배열 

선언문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역공학을 어렵게 하는 난

독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리플렉션을 사용할 경우 메소드 호출 단계에서  각종 형 

변환을 통하여 동적으로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5]. 그리고, 정적 분석을 회피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실행되는 API 메소드를 모니터링하는 동적 

분석을 피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자바의 기능 

중 하나인 리플렉션을 안드로이드 환경에 적용하여 API 메소드 분

석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착안하였다.
실험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위험 API[5]라고 알려진  메소드에 

리플렉션을 적용하였고,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소드 호출 방

식이 간접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정적 분석을 통한 API 탐지 

방법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리플렉션을 통한 소스 코딩은 복잡한 구조와 코드를 가지

게 되어 일반적인 개발자에게 부담을 줄 여지가 있다. 또한 일반 

소스와 비교 시 불필요한 캐스팅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능이 저하되

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 및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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