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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플랫폼을 지향하는 안드로이드는 손쉽게 안드로이드 설치파일(APK)를 얻을 수 있어 디컴파일 하기 쉽다. 보안에 민감한 

금융 앱이나 웹서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앱일 경우 역공학을 통해 얻는 정보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사회적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코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코드 난독화의 동향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프로가드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프로가드의 한계에 대해서 파악한 후 향후 안드로이드 코드 난독

화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키워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안드로이드 보안(Android App Security), 난독화(Obfuscate)

I. 서 론

 안드로이드의 설치 파일은 다른 모바일 플랫폼에 비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설치파일인 apk파일을 얻으면 dex2jar
와 JD-GUI를 통해 코드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보안에 

민감한 앱 이거나 웹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앱 이면 역공

학을 통해 문제가 생긴다. 사용자의 폰에 저장되는 신용카드 정보

나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java 
파일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이러한 문제는 사

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apk파일은 역공학의 위험에 대비

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드로이드는 프로가드(ProGuard) 툴을 

제공하여 코드를 난독화를 한다. 프로가드는 식별자의 정보를 단순

하게 바꿈으로써 식별자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별자 변환 기법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왜냐하

면 코드 내의 알고리즘 흐름은 여전히 추측이 쉽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디컴파일링 기법과 프로가드 기술

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개선될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안드로이드 디컴파일링

안드로이드 설치 파일은 정식 구글 마켓 이외에도 사용자들이 

직접 휴대폰에서 apk파일을 추출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apk
파일은 자바의 jar와 차이를 가지는데, jar에는 많은 class파일을 

가지는 반면, apk파일은 classes.dex만 가진다. 안드로이드 디컴파

일링은 이 classes.dex파일을 사용한다. 
dex파일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2]
· header
· type_ids
· string_ids
· proto_ids
· field_ids
· method_ids
· class_defs
· data
· link_data

header 영역은 파일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파일의 크기, 다
른 정보가 저장된 파일내의 위치 등 포함된다. string_ids는 파일

의 모든 문자열을 담고 있다. type_ids는 자바의 type의 정보를 가

지고 있다. prototype을 위한 proto_ids가 있고, field_ids, 
method_ids, class_defs들은 필드, 메소드, 클래스 정보들을 얻을 

때 사용된다.[3]
dex파일을 jar로 변환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class 파일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은 class 파일을 역공학을 통해 분석해 보

면 java 코드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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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x2jar를 이용한 class파일 추출

안드로이드는 역공학에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설치파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안드로이드 역공학 툴이 많이 있다. 세 번째 대부분 앱의 

코드는 난독화나 보안이 안 되어 있다. 네 번째 프로그램 제작자가 

한번 배포를 하면 앱의 접근을 막기 어렵다.

1.2 프로가드 난독화 기법

프로가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코드 난독화를 위해 제공하는 API
이다. 구성은 읽기(ReadInput) 초기화(Initialize) 축소화(Shrink) 
최적화(Optimize), 난독화(Obfuscate) 사전검증(Preverify)과 쓰

기(WriteOutput)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4]

1.2.1 난독화 모듈 

난독화 모듈은 읽기 모듈과 초기화 모듈에 생성된 엔티티 객체

들을 통해 식별자 변환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식별자 변환은 

패키지, 클래스, 필드, 메소드의 이름을 대상으로 하며 변환된 이

름들은 알파벳으로 구성된 무의미한 이름으로 바꾸어 준다. 또한, 
지역 변수의 정보 속성과 디버그 속성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디컴

파일 했을 때 코드 분석을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식별자 변환 

절차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5]
1) 엔티티 클래스들의 visitorInfo 필드를 null로 초기화를 한다.
2) 상속관계를 이룬 클래스들의 메소드들을 연결한다.
3) 난독화를 보류할 클래스, 필드, 메소드, 속성들을 검사한다.
4) 제거 가능한 속성들을 제거 한다.
5) 클래스, 필드, 메소드의 이름을 생성한다.
6) 변경한 이름을 실제 클래스, 필드 , 메소드에 적용한다.
7) 상수 풀에서 사용되지 않는 상수 자료 구조들을 제거한다.

위와 같은 단계를 살펴보면 난독화를 보류할 클래스나 필드 메

소드를 확인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다 보

면 AP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API와 같이 외부 라이브러리 호

출 함수명을 난독화를 해 버리면 호출에 필요한 디스크립터 문자

열이 변경되어 API 링킹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6] 이는 

가상머신에서 동작하는 자바 특성상 디스크립터 문자열로 링킹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외부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API 역시 동일

한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면 난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프로가

드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식별자의 변환을 시도할 때 API를 보류

를 하는 것이다. 

1.2.2 프로가드의 한계

프로가드는 오직 식별자 변환으로 코드 난독화를 실행한다. 
Fig2는 스마트뱅킹 앱을 역컴파일 한 결과 이다. 변수와 클래스 

명이 전부 a, b, c, 등으로 무의미한 변수 명을 사용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자열에서 "id", "vid"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식

별자로는 기능을 알 수 없지만 문자열이 “id"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웹서버에 접속에 필요한 id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프로가드가 난독화가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또한 API 은닉

화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API
를 통한 개발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식별자를 변환한다 해서 프로

그램의 로직이 숨겨지거나 의도를 숨기기엔 부족한 점이 많으며, 
보안에 민감한 앱일 경우 프로가드 만으로 앱의 정보 노출을 막기

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Fig 2 국내 스마트뱅킹 앱을 역공학을 적용한 결과

III. 본 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드를 난독화 하기 위해서는 식별자 변

환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바이트 

코드를 재구성하여 코드를 난독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1.1 난독화 향상 방법

1.1.1 연산 난독화 

난독화 기법 중에 연산 난독화가 있다. 코드 내의 제어 흐름을 

숨기고 추가적인 코드를 삽입하여 해커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도

록 만드는 것이다. 기존 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이트 코드를 

다시 읽어 들여 재조립 하는 방법이 있다. BCEL 라이브러리

(Byte Code Engineering Library)는 자바 언어에서 생성되는 클

래스파일 즉 바이트 코드를 분석하고 변경, 재조립 하는 간편한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7]BCEL를 이용하면 기존 바이트 코드를 

재조작하여 연산 난독화를 할 수 있다. 
변수를 상수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보단 조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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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선언하거나 함수의 반환값을 이용하여 선언을 하면 

코드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조건문도 흔히 쓰는 if문 이 아

니라 3항 연산자를 이용한다면 한눈에 조건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

다. 예를 들면 int i = n % this.__ == this.___ ? (this.___ = 
1) : this.___;) 의 코드는 조건에 따라 i이 값이 다를 것이라 생각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건문은 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true 
이거나 false이다. 이는 쓸데없는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디컴파일 

했을 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반복문의 종료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줄일 수 있

는 코드를 줄일 수 없게끔 만든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역공학을 하

였을 때 한 번에 프로그램 로직을 알기 어려운 장점을 가지지만 

프로그램의 제어가 명확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내재적 오류를 포함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적 난독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2 집적 난독화 

집적 난독화는 분산된 코드를 한 곳에 집합 시키거나 뭉친 코드

를 분산 시키는 방법이다. 둘 이상 나누어서 서로 다른 위치에 배

치를 하고 서로 전혀 연관이 없는 코드를 마치 하나의 메소드처럼 

작성한다. 메소드의 코드를 직접 삽입하고 의미 없는 코드를 넣음

으로써 코드의 가독성을 떨어뜨린다. 더미 메소드라고 하며 함수

를 호출하지만 의미 없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는 아무 일

도 하지 않는 것이다. 

1.1.3 데이터 난독화 

Fig2에서 보면 i의 값이 상수 10으로 선언되었고 Fig3에서 보

면 i의 값이 함수의 인자를 10으로 두고 그 반환값으로 정하고 있

다. 둘의 차이는 없다. 다만 그냥 상수로 선언했을 경우 로직이 금

방 파악되기 쉽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으

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웹 서버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코드내에 있을때 필요하다. 변수가 id="admin" 
password="1234"로 되어 있을때 누구나 알아채기 쉽다. 하지만 

a=method_1(123) b=method_2(3456) 이렇게 되어있다면 한 눈

에 알아채기 어려울 것이다. 
이외에도 정적데이터를 프로시저 데이터로 바꾸거나 변수를 서

로 합치거나 서로 연관 없는 변수를 배열로 관리한다면 코드 난독

화에 도움이 된다.

1.2 실행결과

Fig 3과  Fig 4, 5를 비교 해보면 난독화를 적용하기 전 코드는 

변수명과 string의 변수 값으로 프로그램의 로직이 파악이 된다.

Fig 4, 5는 더미 메소드를 추가하고 String의 변수를 자바 바이

트 코드 재구성으로 ArrayList에 분할로 변수 값을 지정하였다. 
이로써 코드의 가독성은 원 코드보다 훨씬 떨어지며 문자열이 숨

겨짐으로써 문자열을 통하여 기능을 추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코드 난독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프로가드

의 식별자 변환 기법이외에도 연산난독화, 직접 난독화, 데이터 난

독화 등을 거치는 것이 코드 보안에 좀 더 효율적이며 또한 

Reflection API와 문자열 암호화를 이용해 API 호출 정보를 난독

화 한다면 역공학 분석으로 어떤 메소드가 호출 되는지 알아내기

가 어려울 것이다. [8]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은 내부적 프로그램 코드의 난독화도 중

요시 여기지만 눈으로 보게 되는 디자인 레이아웃의 코드 보안도 

중요하다. apk 파일을 분해 해보면 class파일 뿐만 아니라 앱에 사

용 되어지는 그림이나 영상 음악 또한 그대로 노출이 되기 쉽다. 
해킹 사례를 살펴보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마켓에 있는 앱을 디컴

파일하여 코드 몇 줄만 추가하여 다시 마켓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만약 스마트뱅킹 앱이 누군가의 의해 디컴파일되어 레이아웃의 정

보를 가져와 겉모습을 동일한 유사 뱅킹 앱을 만들어서 계좌의 비

밀번호나 공인인증서의 정보, 보안카드의 숫자 정보가 노출이 된

다면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의 난독화 기술이나 암호화 또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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