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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DoS와 같은 악성 네트워크 공격은 뚜렷한 대비책이 없으며,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특히, 스마트폰이 감염되어 

좀비화 될 경우 통신요금 과금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네트워크 장애와 더불어 다양한 사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본 연구

에서는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 서비스가 실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현상 및 특징들을 추출하고 좀비 스

마트폰을 예방하는 대응기술을 소개한다.

ABSTRACT

Malicious network attacks such as DDoS has no clear measures, the damage is also enormou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a network failure,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mage of the communication charge in the 
case of zombie smartphone is infected, is expected damages of various users. In this study, we extract the zombie 
smartphone's phenomena and features that appear while the zombie service is running and introduce a corresponding 
technique to prevent zombie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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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은 지난 2004년 미국 내 사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열풍이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 된 것에 

이어 국내에도 2009년 4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WIFI 탑재 의무화 제도 폐지가 확정되면서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범용 OS 기반의 스마트폰 시장

이 확산되고 있다. PC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폰의 경우 PC와 유사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보안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휴대폰이 아닌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컴퓨터로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위협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

기 때문이다. 개인 중요 정보가 저장되고 오픈 개발 환

경의 제공으로 자유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이른

바 좀비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

트폰은 해커에게 제어권이 넘어간 경우 DDoS 공격, 악
성 스팸 유포, 스파이웨어 설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

용될 수 있다. 
해커는 좀비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하고 있다.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의 악성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한 방법, 루트(root)권한을 획득한 후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탈취 및 요금을 과금 시키

는 현상 그리고 지능형 좀비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의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비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포시킨다[1, 2, 3, 10].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의 영역별 위협과 스마트폰 DDoS 공격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좀비 스마트폰의 특징을 확인하고 안드

로이드 apk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과 주요 클래스 및 안

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절차에 대한 취약

점 조사를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좀비화가 어떻

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100여개의 샘플 악성 어플리

케이션을 순정상태의 스마트폰과 루팅된 스마트폰

에서의 직접 설치 및 실행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나

타나는지 대표적으로 증상을 분류해 보고, 나아가, 
샘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을 통해 겉으

로 드러나는 것들만으로는 분석이 어렵다 판단될 경

우, 디컴파일을 통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파

일 내부의 소스코드를 분석,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

화 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과 앱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간략히 언

급하고, 실제 안드로이드 앱을 작성할 때 좀비 서비스

를 실행시키기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구조와 관

련한 주요 클래스에 대해 살펴본다.

2.1. 좀비 스마트폰 연구

사용자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후로는 개인정보 유출, 루트(root) 권한 탈

취,  전화요금의 과금, 불필요한 앱의 반복적인 실행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연구사례가 발표되었으며[1-3],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정되는 좀

비 스마트폰에 대한 사례와 이러한 좀비 스마트폰이 
DDoS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4, 6, 7]. 또한,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주요 기법으로는 

인기도가 높은 앱을 다운받아 기 작성된 앱에 악성코드

를 삽입하고 다시 apk 파일로 패키징하는 리패키징 기

법이 발표되었으며[4], 이렇게 리패키징된 악성 앱은 인

기도에 높은 앱의 형태로 third-party에 다시 재 배포됨

으로써 좀비 스마트폰의 확산을 가중시키는 사례들이 

발표되었다[4, 5, 8].

2.2. 좀비 서비스 실행을 위한 안드로이드 주요 클래스 

구조

본 절에서는 악성코드(좀비 서비스)가 스마트폰 사

용자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기법

과 관련한 주요 클래스를 살펴본다[9].

• Intent 클래스

Intent 클래스는 수행할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을 담고 있는 자료구조 클래스로 그 구조는 action(The 
general action to be performed), data(The data to 
operate on), category, type 등으로 구성되며, action은 

Standard Activity Action과 Standard Broadcast Action
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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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Activity Action
Activity1)를 수행하기 위해 Intent 클래스가 결정하

는 Action으로, startActivity(Intent) 형태로 호출한다.

- Standard Broadcast Action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이벤트(배터리 부족, 

SMS 메지지 도착, 전화 등)에 대해 시스템 상에서 수행

중인 모든 앱이 관심을 가져야 할 Action이다. 대표적인 

Broadcast Action으로는 부팅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ACTION_BOOT_COMPLETED”, 시간 설정에 의해 

시스템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ACTION_ 
TIME_CHANGED” 등이 있다. 시스템 시간이 변경되

면 모든 앱이 이 상황을 감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되

어야 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전달된다.
   
• BroadcastReceiver 클래스

스마트폰 상에서 모든 앱이 상황을 인지해야 할 필요

가 있는 많은 이벤트가 발생(배터리 부족, SMS 도착, 
전화, 스크린 화면 꺼짐 등)하는 데 이러한 이벤트를 모

든 앱이 직접 체크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해당 이벤트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

는 기능을 BroadcastReceiver 클래스를 통해 구현한다.
앱이 해당 이벤트를 받기 위한 설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 AndroidManifest.xml 에 <receiver>

</receiver>를 설정해 주는 방법

- onReceive( ) 함수에서 해당 이벤트를 확인하는 

방법

AndroidManifest.xml에서 IntentFilter에 등록된 

Intent들은 onReceive 함수에서 호출되므로  그 Intent의 

Action값에 따라 코딩을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SMS 
메시지가 도착하면 시스템에서는 "android.provider. 
Telephony.SMS_RECEIVED" 라는 Broadcast Action
을 방송한다. 이 Action을 Filter에 등록한 Receiver 클
래스들은 onReceive( ) 함수에서 해당 Action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Receiver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퍼미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확인이 필

요하다.

• Service 클래스

background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이며 사용자 화

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다른 앱을 실행하는 동안 

Service가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개입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Service 클래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므로 사

용자 모르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앱을 실행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startService(Intent) 호출로 Service가 시작되며, 
onCreate( ) -> onStartCommand( ) 순으로 실행된다. 
onCreate( ) 함수는 Service가 만들어졌을 경우 실행

될 로직을 기록한다. stopServiece(Intent) 호출로 

Service가 종료하며, onDestroy( ) 함수가 호출된다. 
Service 사용을 위해서는 AndroidManifest.xml 내용

에 <service> </service> intent-filter  action 을 등록해

야 한다.

Ⅲ. 좀비 스마트폰 분석 실험 및 특징 추출

3.1. 좀비 스마트폰 분석 실험

본 연구에서는 100개의 악성 어플리케이션 샘플을 

실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동적 서비스 등록 61%, 정
적 서비스 등록 39%로 나타났으며, 동적 서비스 등록과 

정적 서비스 등록 방식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각

각 분류하였을 때, 각 서비스 내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시켰을 경우 눈에 보이는 증상

과 코드 상에서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동적 서비스 

등록이 61%, 정적 서비스 등록이 72%로 소폭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악성 광고를 실행시키는 어

플리케이션은 비슷한 수치로 각각 12%, 11%를 나타내

고 있다. 
홈 화면 실행 어플리케이션 생성은 동적 서비스 등록

이 20%, 정적 서비스 등록이 11%로 차이를 보이고 있

1) 앱 실행 시에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하는 일종의 foregrou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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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 차이는 생성된 실행 어플리케이션이 불법 

사이트나 공식적이지 않은 사이트가 링크 되어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URL을 감추기 위해서 서비스를 

동적으로 등록한 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SMS 
Service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적 서비스 등록과 정적 서

비스 등록은 각각 5%, 3%, Alarm Service 등록은 동적 

서비스 등록과 정적 서비스 등록이 각각 2%, 3%를 차

지하고 있었다.

그림 1. 100개의 악성 앱 분석 결과

Fig. 1 Malicious App Analysis Results(100 Samples)

동적 서비스 등록과 정적 서비스 등록의 목적은 같

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은폐 엄폐시키기 좋은 동적 서비스 할당 방식이 악성

코드 활용 면에서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적 서비스 등록 방식은 AndroidManifest.xml 
이외에도 기타 MainActivity, onReceiver, onCreate, 
onDestroy, onStart, onStop 등 다양한 함수에서 백그

라운드 서비스 등록이 가능하며, 추가로 호출되는 다

른 많은 함수들에서 좀비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서비

스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3.2. 좀비 스마트폰 특징 추출

악성 앱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좀비 서비스로  실행

될 수 있는 앱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로는 첫째, 서비스가 

사용자가 알지 못하도록 백그라운드에서 수행 되어야 

하며 둘째, 사용자 강제 종료 등에 의해 종료되었을 경

우, 다시 살아나기 위한 로직(Logic)이 구현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좀비 서비스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위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좀비 

서비스를 제작하는 기본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

• 좀비 서비스를 사용자가 알지 못하도록 Service 클래

스를 상속받아 background에서 실행

public class zombie extends Service { ... };
MainActivity.onCreate( ) {
         startService(zombie);
}

• 좀비 서비스가 종료할 경우 다시 살리기 위한 로직

구현, 다시 살리는 로직(Logic)은 Broadcast Action을 

이용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해 

startService(좀비 Intent)를 호출 

- Broadcast Action 특정 이벤트에 대해 준비할 

BroadcastReceiver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좀비  서비스

가 종료하게 될 때 호출되는 onDestroy( ) 함수에서 이 

자식 클래스가 특정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예
를 들어, 알람 등이 일정 간격으로 자동으로 발생하도

록 준비)
public class call_zombie extends                 
BroadcastReceiver { ... };
zombie.onDestroy( ) { 
        10초 후 알람 발생 시킴;
  }

- 자식 클래스는 Broadcast Action 특정 이벤트(알람 

등)에 반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때 startService(좀비 Intent)를 호출하여 좀비 서비스를 

다시 시작

call_zombie.onReceive( ) {
        if (알람 발생) startService(zombie);
}

앞서 설명한 좀비 서비스 동작 방식을 그림으로 요약

하여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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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좀비 서비스 동작 방식

Fig. 2 Zombie Service Behavior

Ⅳ. 좀비 스마트폰 대응 기술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비 서비스는 사용자 모

르게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료가 될 경우 다

시 실행되기 위한 로직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좀비 서비스 실행 

로직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악성코드나 좀비 서

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지를 판단하고 그 실행을 차단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4.1. Intent – Broadcast Action을 이용한 좀비 서비스 

실행 확인 및 차단

SMS 수신, 알람 등과 같은 Broadcast Action 이벤트

를 이용하여 좀비 서비스가 제작되는 경우는 Broadcast 
Action에 관심이 있는 해당 앱이 BroadcastReceiver 클
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 정의 되어야 하며, 그 앱이 해

당 이벤트를 받기 위한 설정은 AndroidManifest.xml파
일에 [그림 3]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그림 3. AndroidManifest.xml 파일 내용

Fig. 3 AndroidManifest.xml file information

[그림 3]과 같은 설정의 경우 Intent-filter에 등록된  

Intent들은 onReceive( ) 함수에서 startService(좀비 

Intent) 형태로 좀비 서비스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코드 확인을 통해 좀비 서비스 실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특히, 100개의 악성 앱 분석과정에서 “BOOT_ 
COMPLETED” Broadcast Action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시작되는 Intent 확
인을 통해 좀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2. 동적으로 등록되는 좀비 서비스 실행 확인 및 차단

서비스 등록을 런타임 시에 동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registerReceiver 
(Receiver, IntentFilter)이며, 사용 예는 아래와 같다.

// Intent 필터 생성

IntentFilter smsFilter = new IntentFilter( );
smsFilter.addAction("SMS_RECEIVED");
// Broadcast Receiver 등록

registerReceiver(call_zombie, smsFilter);

위 코드의 경우 Broadcast Receiver 인 call_zombie는 

onReceive( ) 함수에서 SMS 이벤트에 반응하게 되

며, [그림 2]에서와 같이 startService(zombie)를 호출

하여 좀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registerReceiver( ) 함수를 검색하고 등록되어 있는 

IntentFilter와 Broadcast Receiver 확인을 통해 좀비 서

비스 등록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Ⅴ. 결  론

PC의 DDoS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어 좀비PC가 생긴 

이후로 DDoS 공격은 금융, 방송국, 공공기관 사이트 등

을 공격하여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PC 사용자

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서 스마트폰의 보안대책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스마트폰 상에서도 DDoS 공격뿐만 아니라 악성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는  사고사례는 계

속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개의 보고된 악성 앱 샘플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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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서 실행하고, 실행의 경과를 지켜

보면서, 디컴파일을 통해 코드분석을 해본 결과, 소스

코드의 다양한 함수에서 좀비 서비스가 백그라운드 형

태로 다시 재실행 되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대량의 악성 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앱 실행만으로는 판단하기 모호한 좀비 서비스를 소

스코드 수준에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앱의 실행 과정에서 서비스 실행 사이클

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좀비 서비스 실행여부를 판단하

는 향후 악성코드 탐지 연구에 많은 기반 지식을 제공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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