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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상으로 한 공격이 증가하

고 있다.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정보 유출이 발

생했을 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스마트폰을 한 다양한 보안

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가 단말기에 이벤트를 발생 시킬 때 앱의 반응을 동 으

로 분석하여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실험을 통해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는 부분의 모바일 앱이 이벤트를 받은 후 일정 시간 내에 네

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이를 기반으로 제안된 기

법은 앱의 특성에 따라 이벤트 후 트래픽 발생 시간과 발생 횟수에 한 임

계치를 정하여 이상행동을 탐지한다.

안드로이드 운 체제 안에 제안된 기법을 구 하여 검증 실험 하 다.

탐지율 오버헤드 측정 실험을 통해 기존 기법보다 은 오버헤드를 발생

한 것을 확인하 고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악성 앱에 한 높은 탐지율을 보

이는 것을 확인하 다.제안된 기법은 이벤트와 한 련이 있는 모바일의

특성을 이용해 효율 인 탐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의 특성을 이용하기 때

문에 다양한 모바일 운 체제에 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주요어 :안드로이드,보안,악성 코드,이벤트,이상 행동 탐지

학 번 :201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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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지난 수년간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던 피처폰이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 다. 2007년 아이폰(iPhone)이 등장한 이후로 스마트폰

(smartphone)에 한 심이 집 되었고 시장 유율 한 크게 증가하 다.

그림 1은 스마트폰의 수요 상승세를 측한 것으로 스마트폰의 수요가 꾸

히 증가할 것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모바일 타입 별 수요 망

(출처 :SA(StrategyAnalytics)‘09.09)

스마트폰 시장에는 구 의 안드로이드,애 의 iOS,마이크로소 트사의

도우모바일 등 다양한 모바일 운 체제가 존재한다.그림 2는 2012년 2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운 체제 유율을 조사한 것으로 안드로이드의 유

율이 가장 높을 것을 불 수 있다.안드로이드는 오 소스 정책을 채택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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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최 화 된 단말기와 효율 인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환경을 제공한

다.따라서 많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1].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 보안 취약 이 노출될 가능

성이 높고 구나 개발자 등록 차 없이 공식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할 수 있다.마켓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설치 일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스마트폰 운 체제 별 시장 유율

(출처 :IDC(InternationalDataCorporation)

‘12.06)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악성 앱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악

성 앱을 막기 한 다양한 안드로이드 보안 기법이 필요하다.기존에 제안된

안드로이드 보안을 강화하는 기법은 안드로이드 운 체제 자체의 보안을 강

화하는 기법,앱의 보안 취약 을 찾는 정 분석 기법,단말기 기반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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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기법,클라우드(cloud)기반의 동 분석을 이

용한 이상 행동 탐지 기법 등으로 나뉜다[2].

본 논문은 단말기 기반의 동 분석을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기법을 제시

한다.기존에 제안된 보안 기법은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던 기법을 한정된 자원

을 가진 단말기에 용해 지 않은 오버헤드가 발생 하 다.제안된 기법은

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부분의 단말기 기능이 실행된다는 모바일

의 특성을 이용해 기존 기법보다 효율 인 탐지 기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구조와 특징을 알

아보고 기본 인 안드로이드의 보안 모델을 살펴본다.3장에서 기존에 연구된

악성코드 탐지 기법을 알아보고 4장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이벤트 기반의 이

상행동 탐지기법을 살펴본다.5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탐지율 오버헤드

결과를 분석한 후,6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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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안드로이드 개요

2.1.안드로이드 구조

안드로이드는 휴 용 장치를 한 리 스 운 체제,미들웨어,사용자 인터

페이스,응용 로그램들을 포함하는 소 트웨어 스택이자 모바일 운 체제이

다.그림 3은 네 개의 소 트웨어 계층으로 구성된 안드로이드의 구조를 보인

다.

Home Contacts Phone Browser …

Activity 
Manager

Window 
Manager

Content 
Providers

View System

Package 
Manager

Telephony 
Manager

Resource 
Manager

Location 
Manager

Notification 
Manager

APPLICATIONS

APPLICATION FRAMEWORK

Surface 
Manager

OpenGL ES

SGL

Media 
Framework

FreeType

SSL

SQLite

WebKit

libc

LIBRARIES

Core Libraries

Dalvik Virtual 
Machine

ANDROID RUNTIME

Display Driver
Camera 
Driver

Flash Memory 
Driver

Binder (IPC) 
Driver

Keypad Driver WiFi Driver Audio Drivers
Power 

Management

LINUX KERNEL

그림 3안드로이드 구조

가장 상 에 있는 APPLICATION　계층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표 앱과

사용자가 설치한 앱을 포함한다.사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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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계층이다.APPLICATION FRAMEWORK 계

층은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API(ApplicationInterface)를 제공하

여 시스템 라이 러리나 커 에 직 근하는 것을 막는다.미들웨어 계층은

자주 호출되는 기능을 모아놓은 LIBRARIES와 ANDROID RUNTIME을 포

함 한다.LIBRARIES는 잦은 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C언어로 구 되어 단

말기의 속도를 높인다.ANDROID RUNTIME계층은 컴 일 된 바이트코드

를 구동할 수 있는 달빅 가상 머신(DalvikVirtualMachine)을 제공한다.달

빅 가상 머신은 모바일 환경에 최 화된 자바 CoreLibraries,메모리,그리고

로세서를 효율 으로 사용하는 자바 가성머신이다.가장 하 계층에 있는

LINUX KERNEL은 상 계층에서 요청한 작업들을 직 처리하기 해 스

드,메모리,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의 수 리 기능을 담당한다.네 계층

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안드로이드가 효율 으로 동작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앱은 액티비티(Activity), 서비스(Service), 방송 수신자

(BroadcastReceiver),컨텐트 제공자(ContentProvider)총 4개의 컴포 트로

구성된다.각 앱은 4가지 컴포 트 한 컴포 트 는 여러 개의 컴포 트

를 가질 수 있다.

액티비티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단 로 사용자가 바라보

는 한 화면을 의미한다.앱은 필요 한만큼의 액티비티를 가질 수 있다.서비

스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로세스로 사용자 화면에 비활성화 돼있어도

실행되는 음악 재생 앱이 표 인 이다.방송 수신자는 앱이 실행 일 때

시스템으로부터 달되는 메시지를 받거나 처리해 다.컨텐트 제공자는 자신

의 데이터를 다른 앱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네 가지

컴포 트는 서로 독립 으로 동작하며 인텐트(Intent)를 사용해 통신한다.인

텐트는 통신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각 앱의 컴포 트 구성은

설치 일 안의 메니페스트(Manifest) 일에 장 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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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안드로이드 보안 모델

안드로이드는 허가 받지 않은 앱이 시스템 자원 는 다른 앱의 자원에

근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보안 모델을 제공 한다.보안 모델의 기반은 샌드박

스이다.앱이 샌드박스라는 보호된 역에서 동작하여 허가 받은 자원에 해

서만 샌드박스 경계를 넘어서 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샌드박스는 앱이 설치 될 때 받는 유일한 유 아이디를 기반으로 달빅 가

상 머신에 의해 생성된다.샌드박스는 리 스 계층에서 일 시스템의 임의

근 제어(DiscretionaryAccessControl)정책으로 구 되어 있으며 리 스

의 상 계층에서는 강제 근 제어(MandatoryAccessControl)정책으로

구 되어 있다.

안드로이드는 앱이 설치 될 때 필요한 시스템 자원에 한 퍼미션

(permission)을 요구한다.설치 될 때 허가받은 자원은 샌드박스의 경계를 넘

어서 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마지막 보안 모델은 앱 사이에 효율 인 자원 사용

을 한 개발자의 서명키 정책이다.개발자는 앱 안에 자신의 서명을 넣을 수

있다.한 단말기에서 같은 서명을 가진 앱은 퍼미션 없이도 샌드박스의 경계

를 넘어선 근이 가능하다.이 정책을 통해 개발자는 자원을 재사용 할 수

있고 제한된 단말기의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세 가지 보안 모델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고 단말기가 효율

으로 실행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그러나 이미 발견 된 악성 앱의 사례

를 통해 안드로이드 안에 보안 취약 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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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늘어날수록 악성코드를 포함한 안드

로이드 앱이 증가하고 있다.구 의 CVEDetails웹 사이트[5]에 따르면 2009

년부터 2012년까지 안드로이드 안에서 총 18개의 보안 취약 이 발견되었다

고 한다.그림 4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견 된 안드로이드의 보안 취약

을 분류한 그래 이다.DoS(DenialofService)공격에 한 취약 이 가장

많이 발견 된 것을 볼 수 있다.

24%

19%

19%

5%

14%

14%

5%

Denial of Service

Bypass Something

Execute Code

Memory Corruption

Gain Information

Gain Privilege

Overflow

그림 4안드로이드 보안 취약

(출처 :CVEDetails‘12.04)

공격자는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 표 으로 유명한

앱 안에 악성 코드를 추가한 뒤 공유 사이트에 배포하거나 이미 설치 된 앱

을 업데이트하는 에 악성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다.그 외에 앱을 실행 하는

악성 앱을 다운 받도록 유도하거나 소셜 앱 는 SMS앱을 통해 보안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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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을 공격하여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공격들은 모바일

환경에 더욱 최 화되고 은닉성이 강화되고 있다[4].

유형 이상 행동

리자

권한 상승

안드로이드 보안 취약 을 통해 리자

권한을 획득해 시스템 자원 는 다른

앱에 근 함

BaseBridge,

DroidCoupon,

DroidDream,

DroidKungFu1

원격 조정

사용자의 단말기를 좀비 는

(bot)으로 만들어 외부 서버에서

원격으로 조정 함

AnserverBot,

DroidDreamLight,

Endofday

피해 야기

추가 요 이 부가되는 할증 화번호에

SMS메시지를 보내거나 화를 걸어

과 을 유발함

Geinimi,

GoldDream,

jSMSHider

정보 수집
사용자 모르게 단말기 모델 정보,SMS

메시지, 화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함

Pjapps,

SndApps,

YZHC

표 1.악성 코드가 유발하는 표 인 이상 행동

표 1은 각 이상 행동이 유발하는 피해와 표 인 악성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악성 앱이 유발하는 표 인 이상 행동은 리자 권한 상승,사용자

단말기 원격 조정,사용자의 피해 야기,사용자 정보 수집 등이 있다.

이상 행동은 더욱 은 하고 정교한 형태로 발 하고 있다.개인 인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단말기의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큰 정신

, 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따라서 사용자는 무분별한 앱 설치를 피

하고 검증된 앱만 설치해야한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악성코드를 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악성코드에 한 처 기법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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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련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안드로이드 보안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법에

해 살펴본다.기존 기법은 안드로이드를 수정해 보안을 강화하는 기법,정

분석을 이용한 앱의 보안 취약 탐지 기법,동 분석을 이용한 앱의 이상

행동 탐지 기법 등으로 나뉠 수 있다[2].각 기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장,단

을 비교한다.

3.1안드로이드 보안 강화 기법

안드로이드에서 악성 앱이 발견된 사례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본 보안 모델

의 취약함을 확인하 다.따라서 안드로이드를 수정해 운 체제 자체의 보안

을 강화하기 한 기법이 제안되었다.

3.1.1UsingSELinuxinAndroid

A.Shabtai[6]등이 제안한 UsingSELinuxinAndroid는 기존의 안드로이

드 랫폼이 사용하는 DAC기반의 리 스를 MAC기반의 SELinux로 체

해 보안을 강화한 기법이다.기존의 DAC기반의 리 스는 앱의 유 아이디

에 근거해 자원에 한 근을 제한한다.MAC기반의 리 스는 자원에 근

하려는 상과 자원을 세분화해서 정의하기 때문에 구체 으로 보안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두 정책의 큰 차이 은 DAC는 리자 권한이 있을

때 모든 자원에 근이 가능하지만,MAC은 리자도 허가받은 자원에만

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MAC기반의 SELinux의 경우 리자 권한

획득 공격이 발생했을 때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 외에 허가 받지 않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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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악성 앱이 설치 돼도 이상 행동을 차단 할 수 있어 보안이 강화

되지만 자원에 근할 때마다 보안 정책을 확인하고 자원 할당 여부를 결정

하기 때문에 큰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한 기본 인 기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앱이 정상 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사용자가 보안 정책을 세

우는 것이 쉽지 않아 보편 으로 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

3.1.2APEX

M.Nauman[7]등이 제안한 APEX는 사용자가 직 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어하는 안드로이드 임워크이다. 재 안드로이드는 앱이 설치

될 때 요구하는 자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자 단말기에 앱을 설치 할 수

없다.사용자는 허가 하고 싶지 않은 자원이 있어도 허가하면서 앱을 사용 할

수밖에 없다.APEX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은 사용하면서 제한하고 싶

은 자원은 허가하지 않는 임워크를 제안한 것이다.그러나 이 기법은 앱

안에서 자원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 해줘야 하고 앱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3.2 정 분석을 이용한 앱의 보안 취약 탐지

정 분석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기법은 앱의 다양한 특성을 검사해 이

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을 찾는 기법이다.앱이 설치되기 에 검사

해 이상 행동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다.

3.2.1Comdroid



-11-

E.Chin[8]등이 제안한 Comdroid는 안드로이드 덱스(Dex) 일을 분석해

컴포 트의 통신 수단인 인텐트 메시지를 검사하고 이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인 취약 을 찾는다.안드로이드 구조에서 언 했듯 안드로이드는

네 가지의 컴포 트로 구성되고 각 컴포 트는 인텐트라는 메시지를 사용해

통신한다.인텐트를 이용한 통신 방법은 권한이 없는 앱이 인텐트를 받거나

인텐트를 스푸핑(Spoofing)하는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그림 5는 인텐트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을 분류한 것이다.

Unauthorized Intent Receipt

Intent type Potential Vulnerability

Sent Broadcasts Broadcast Theft

Sent Activity requests Activity Hijacking

Sent Service requests Service Hijacking

Intent Spoofing

Component type Potential Vulnerability

Exported Broadcast Receivers Broadcast Injection
System Broadcast without Action Check

Exported Activities Activity Launch

Exported Services Service Launch

그림 5인텐트,컴포 트 유형에 따른 보안 취약 [8]

그림 5에 따라 인텐트와 컴포 트가 안 하게 정의 돼있는지를 확인해 앱

의 보안 취약 을 확인한다.Comdroid를 통해 앱 안의 악성 코드 존재 유무

는 알 수 없지만 앱이 보안상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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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Kirin

W.Enck[9]등이 제안한 Kirin은 메니페스트 일을 분석해 불필요한 퍼미

션을 요구하는 앱을 찾아 이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법이다.앱이 설치

할 때 마다 동작하며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요청하는 앱의 설치를 막는다.

New

Application

Android Application Installer

Kirin

Security
Service

Kirin

Security
Rules

(1) Attempt
Installation Pass/

Fail
(2) (3) 

(4) 

Display risk ratings 

to the user and 
prompt for override

Optional Extension

그림 6Kirin구조[9]

그림 6은 Kirin의 구조를 보인다.새로운 앱이 설치될 때마다 Kirin에 장

된 규칙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요구하는 지 확인한다.앱의 보안 취약

만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해 오탐율이 높다.그러나 앱을 설치할 때만 동작

해 오버헤드가 고 악성 앱이 설치되기 에 막을 수 있어 이상 행동을 사

에 방할 수 있다.

3.2.3ScanDroid

A.P.Fuchs[10]등이 제안한 ScanDroid는 안드로이드 앱의 데이터의 로

우(Flow)를 장하고 퍼미션없이 데이터에 근하는 앱을 탐지한다.그림 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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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roid기법의 구조를 보인다.정상 앱에 한 데이터 로우를 정의하고,

정의 된 로우와 검사할 앱의 로우를 비교해 이상 행동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 흐름을 통해 이상 행동의 유무를 탐지 할 수 있어 기존의 이상 행

동 가능성만 탐지하는 Comdroid와 Kirin보다 정교한 기법이다.그러나 A.P.

Fuchs등은 ScanDroid를 제안한 뒤 구 과 검증을 하지 않아 실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Bytecode
(Application + Android Model)

Application Analysis

Manifest 1 Manifest 2

Application Check

Flows for 
Application 1

Flows for 
Application 2

Bytecode Loader

Data
Analysis

Flow 
Analysis

Flows for Application Checker

Bytecode Loader

그림 7ScanDroid구조[10]

3.3단말기기반의 동 분석을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동 분석을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기법은 앱의 다양한 특성을 검사하여

이상 행동을 탐지한다.사용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때 이상 행동을 탐지하기

때문에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그러나

단말기는 제한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스트탑에서 사용하던 시

스템 콜 후킹(hooking)이나 데이터 트 이싱(tracing) 방법을 용하는데

지 않은 오버헤드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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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MADAM

G.Dini[11]등이 제안한 MADAM은 사용자의 정상 행동에 한 정보를

벡터(vector)형태로 장하고 장된 값과 다를 때 이상 행동이라 단하고

탐지하는 기법이다.MADAM은 정상행동을 정의하기 해 사용자 단말기 상

태,시스템 콜 횟수,문자 메시지 수를 찰한다.그림 8는 MADAM의 구조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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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MADAM 구조[11]

먼 앱들을 실행하여 벡터로 만든 뒤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해 정상

앱과 악성 앱으로 분류해 장해 놓는다.사용자가 단말기를 사용하면 실시간

으로 앱을 찰해 벡터로 만들고 기존의 벡터들과 클러스터링을 하여 정상과

악성으로 분류한다.

이 기법은 시스템 콜을 주로 찰하는 기존 기법과 차별되게 사용자의 사

용 유무와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찰해 오탐율과 탐지율 면에서 우수하다.

그러나 호출 횟수가 잦은 시스템 콜을 찰하기 때문에 지 않은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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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반한다.

3.3.2TaintDroid

W.Enck[12]등이 제안한 TaintDroid는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에 태그

(tag)를 붙인 후 앱이 태깅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내려고 할 때 탐지한다.

TaintDroid는 달빅 가상머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흐름을 찰하고

장한다.그림 9은 TainDroid의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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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TainDroid그림[12]

TaintDroid는 민감한 데이터가 발생하면 맵 테이블 안에 표시한 뒤 데이터

의 흐름을 찰 한다. 찰 앱이 외부로 민감한 데이터를 내보내려 하면

이상행동이라 탐지하고 막는다.TaintDroid는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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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여러 이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기법이지만 용시켰을 때 약 14%라는

지 않은 오버헤드가 발생 한다[12]..

3.3.3VirusMeter

L.Liu[13]등이 제안한 VirusMeter는 정상 사용자의 단말기 배터리소비량

을 측정해 장한 뒤 배터리 소비량이 이상 으로 증가할 때를 이상 행동이

라 정의하고 탐지하는 기법이다.그림 10는 VirusMeter의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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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Services and  Hardware Interface

그림 10VirusMeter구조[13]

응용 로그램 벨에서 사용자 배터리 소모량만으로 이상 행동을 탐지하

기 때문에 보편 으로 용할 수 있고 오버헤드가 다는 장 이 있다.그러

나 배터리 소모량이 큰 이상 행동만 탐지할 수 있어 탐지 범 가 한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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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클라우드기반의 동 분석을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

제한 인 자원을 제공하는 단말기기반의 동 분석 탐지 기법은 기존 데스

크탑에서 용하던 다양한 특징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을 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여러 보안 기법을 용해 다양한 이상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클라우드기반의 동 분석을 이용한 이상 행동 탐지기법들이 제안되었다.그러

나 이 기법은 단말기의 데이터를 송하는 데 발생하는 오버헤드와 보안 문

제가 존재한다.

3.4.1ParanoidAndroid

G.Portokalidis[14]등이 제안한 ParanoidAndroid는 단말기의 모든 실행

일어나는 응답을 외부 서버에 송하고 분석해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기법이다.그림 11은 ParanoidAndroid의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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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ParanoidAndroid구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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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와 외부 서버 사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빠르게 송하는 록시를

둔다.단말기는 데이터를 내보내고 외부서버는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안 취

약 을 확인한다.외부서버는 단말기에 한 에뮬 이터(emulator)를 실행하

여 메모리 사용,시스템 콜 등을 이용한 여러 이상행동 탐지 방법을 용해

이상 행동을 탐지한다.

단말기기반이 하나 는 두 개의 특징을 이용해 보안상 취약 을 찾았다면

클라우드기반의 기법은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여러 특징을 검사해 은 오탐

율로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나 네트워크가 연결 안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과 단말기와 에뮬 이터 상에 동기화하기 한 오버헤드

가 크다는 단 이 있다.

3.4.2SmartSiren

J.Cheng[15]등이 제안한 SmartSiren은 단말기 실행 발생하는 정보를

블루투스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 서버에 보낸 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행동을 탐지 하는 기법이다.그림 12은 SmartSiren의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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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SmartSiren구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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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는 부하가 은 에이 시(agency)만을 두고 외부 서버에 데이터를

보낸다.외부 서버는 통계 정보를 이용한 이상행동 탐지방법을 통해 이상

행동을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 정보를 외부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통신 오버헤드

는 증가하고 이상 행동 탐지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한 데이터 송 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험이 있어 사용자 정보

가 유출되지 않기 한 암호화 기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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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용자 이벤트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 이벤트와 외부로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발생 시

간을 이용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트래픽을 탐지한다.정상 앱과 악성 앱

의 이벤트와 트래픽 발생 시간 계를 알아보기 해 30개의 다양한 앱들을

상으로 이벤트 발생 후 트래픽 발생 시간과 경과 시간에 따른 트래픽 발생

횟수를 찰하 다. 부분의 정상 앱은 사용자의 이벤트 발생 후 일정 시간

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았다.악성 앱은 정상 앱과 비교

하여 상 으로 긴 시간 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확

인하 다.제안된 기법은 앱의 특징에 따라 이벤트 후 트래픽 발생 시간과 발

생 횟수에 한 임계치를 정의하여 이상 행동을 탐지한다.외부로 나가는 트

래픽과 이벤트 발생 시간만을 찰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보다 오버헤드가

고 외부 서버에 통신하는 악성 앱을 효율 으로 탐지할 수 있다.

4.1이벤트와 트래픽 발생 시간 계

부분의 앱은 사용자로부터 이벤트를 받은 후 요청받은 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에 연결 돼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능 한 이벤트 발생과 깊은 연

을 갖는다.앱에 한 이벤트와 트래픽 발생 시간의 계를 알기 해 48시

간 동안 24개의 정상 앱과 6개의 악성 앱에 한 이벤트 발생 후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 시간을 찰하 다. 찰 결과 네 가지 그룹을 악하 다.

첫 번째,이벤트 발생 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그룹이

다. 찰한 30개의 앱 15개의 앱이 이에 속했다.그림 13은 의 특징을

가지는 12개의 앱에 한 이벤트 발생 후 경과시간에 따른 트래픽 발생 횟수

를 나타낸 것이다.x축은 앱의 트래픽 발생 시간에서 이벤트 발생 시간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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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벤트 후 몇 후에 트래픽이 발생한 지를 나타낸다.y축은 각 시간

간격 별로 발생한 트래픽의 횟수를 나타낸다.앱 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벤

트가 발생한 시간과 가깝게 트래픽을 발생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이

벤트 발생 후 64 이후는 트래픽을 거의 내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제

안된 기법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시간 발생 횟수 임계치 값을 정하여

이상행동을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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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이벤트 후 짧은 시간 내에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앱

두 번째는 이벤트 발생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지속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

키는 그룹이다.미디어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디어 일을 다운로

드 하는 기능을 가지는 앱이 이 그룹에 속한다.트래픽이 일정시간 동안 발생

하는 이유는 의 기능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기능이 수행되는 동안

지속 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14는 이벤트 발생 후

일정 시간 동안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3개의 앱을 보여 다.벨소리 천국이란



-22-

다양한 효과음과 벨소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이다.벨소리 천국이 4 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 것은 4 의 시간 내에 부분의 효과음이나

벨소리를 다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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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이벤트 후 일정 시간 내에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앱

MusicDownload는 검색한 mp3 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앱이다. Music

Download가 사용자 이벤트 후 8 에 많은 트래픽을 발생 시킨 것은 부분

의 mp3 일이 4~16 내에 다운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각 앱의 이벤트

발생 후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지속 시간은 다르지만 기 시간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시키는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두 번째 그룹에 속한 앱은 첫

번째 그룹의 앱보다 이벤트 후 긴 시간 후에 트래픽을 발생 시킨다.따라서

이러한 앱들을 오탐하지 않기 해 앱의 기능에 따라 시간 임계치를 정한다.

동 상 스트리 서비스의 경우 매우 긴 시간 동안 트래픽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화이트 리스트 안에 넣어 오탐율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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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주기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그룹이다.이 특징을 가진 그룹

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인터넷을 라우징하거나 데이터를 가져 오기 해 네

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그 후 날씨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이메

일을 가져오기 해 주기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앱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주기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그림 15는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앱들의 트래픽 발생 시간을 보인다.각 앱의 트래픽 발생 주기 시간은

다르지만 주기 시간에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사한 그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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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주기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앱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의 앱보다 상 으로

이벤트 후 긴 시간 후에 트래픽을 발생 시키거나 이벤트 없이 주기 으로 트

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앱은 시간 특징을 이용해 이상

행동을 탐지하면 오탐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안에 넣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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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법의 오탐율을 인다.

네 번째는 이벤트와 무 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그룹이다.그림 16은 이

벤트와 무 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6개의 악성 앱을 보인다.6개의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면서 외부서버와 통신하거나 사용자의 정보를 외부 서

버에 송신하는 악성 행동을 한다.악성 앱은 이벤트와 가깝게 발생 된 트래픽

의 수보다 긴 시간 후에 발생 된 트래픽 수가 상 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각 앱의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주기는 다르지만 정상 앱에 비해

이벤트 발생 후 상 으로 긴 시간 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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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트래픽 발생 시간과 이벤트 발생 시간의 간격

GoldDream

Plankton

DDreamLight

Pjapps

Endofday

DroidKungFuA

그림 16이벤트와 독립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악성 앱

악성 앱과 이벤트의 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 어떤 앱도 설치되지

않은 기화 상태의 단말기에서 이벤트 없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앱을 확인하 다.표 2는 악성 앱을 설치하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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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네트워크 트래픽을 내보내는 기본 앱의 목록이다.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

기화와 련된 앱들이다.

악  앱 치 전 트래픽 발생 프 스 관  앱

com.android.vending 안드 드 마켓

com.google.android.gm Gmail

com.google.process.gapps 구글 동기화

com.android.email Email

com.android.setting 안드 드 정

표 2.이벤트 없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본 앱

표 3은 악성 앱을 설치한 후 표 2의 앱 외에 추가 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을 내보내는 로세스와 련된 악성 코드의 목록이다.표 3의 로세스는 모

두 이상 행동을 수행하는 악성 앱으로 확인되었다.

악  앱 치 후 트래픽 발생 프 스 관  악  코드

HolyFuckingBible Endofday
com.GoldDream.pg GoldDream

com.allen.txthej DroidKungFuA
com.tencent.qq

Pjapps
cent.qq:remote

표 3.이벤트 없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악성 코드

의 결과를 통해 악성 앱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트래픽을

내보내거나 이벤트 발생 후 정상 앱과 비교해 상 으로 긴 시간 후에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에 나타난 앱은 정상 앱으로 분류

하여 화이트리스트 넣어 제안된 기법의 오탐율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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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이벤트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 기법의 구조

사용자 이벤트 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 기법은 사용자의 이벤트를 찰하는

이벤트 모니터 모듈,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탐지 모듈,이상 행동을 사용자에

게 알리는 경고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17은 제안된 기법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후 에서 세 가지 모듈 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Event Monitor

User Event Monitor

App Audit Logger

Detector

Whitelist
Filtering Agent

Network Traffic Extrusion Check

Alerter

User Alarm 
Agent

Input Event           App
Mapping Info

Whitelist Info
& Malware Rules

Denied Packets 
& Denied App Info

Monitoring
User Input  Event

Extrusion 
Detection

Alarm the Flow

Malware 
Detection Coworker 

Malware Checker

Time Threshold

Number Threshold

그림 17이벤트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 기법의 구조

4.3.1EventMonitor

EventMonitor는 사용자가 주는 이벤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앱과 이벤트의

계를 장하는 모듈이다.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의 종류에 따

라 터치,키 이벤트로 분류하고 이벤트를 받은 앱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장한다.표 4는 리스트 안에 장되는 엔트리(entry)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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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이디
앱 이름

Event

Type

이벤트

발생 시간

트래픽

발생 시간

이벤트 발생 후

트래픽 발생시간

10013 facebook Touch 12.4 12.6 0.2

표 4.EventMonitor의 엔트리

각 엔트리는 유 아이디,앱의 이름,이벤트 타입,이벤트 발생 시간,이벤

트 발생 후 앱이 트래픽을 내보낸 시간,트래픽 시간과 이벤트 시간의 차이

등을 장한다.엔트리 안의 시간 단 는 (seconds)이다.표 4는 페이스북

이란 앱이 사용자의 터치 이벤트가 발생 한 뒤 0.2 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내 보낸 것을 의미한다.

특 앱

벤트 발생 후 짧  시간 후에 

트래픽  발생시키는 앱

 브라우저, 버 카페, 버 웹툰, 지

하철 도, 티몬, 쿠 , Jelly Bean 

Keyboard, Sketch Quiz, 바운스볼, Teeter, 

Task killer 등

벤트 발생 후 정 시간 동안 

트래픽  발생시키는 앱

Holo Music Download, Beyond Pod, 

Youtube, 벨 리 천국 등 

주기적  

트래픽  발생시키는 앱

안드 드 마켓, Gmail, Email, 구글 동기화, 

원기 날씨, 날씨  젯 등

벤트  독립적  

트 릭  발생시키는 앱

Angry Birds rio Unlocker, 

Beauty Leg, GoldDream, Tencent QQ, The 

Holy Fucking Bible, DroidKungFuA 등

표 5.앱의 트래픽 발생 특성에 따른 분류

EventMonitor의 다른 역할은 앱의 특성에 따라 악성 앱을 단하는 시간

임계치를 정하는 것이다.약 30개의 앱을 설치하여 앱의 트래픽 발생 시간 패

턴을 분석한 사 실험을 통해 표 3과 같이 네 가지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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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 하 다.

각 앱의 특성에 따라 이벤트 발생 후 짧은 시간 내의 트래픽을 내보내는

앱은 작은 시간 임계치를 설정하고 일정 시간 동안 트래픽을 내보내는 앱은

큰 시간 임계치를 설정한다.동 상 스트리 서비스와 같이 임계치를 상할

수 없는 경우 화이트리스트 안에 넣는다.데이터를 주기 으로 업데이트하기

해 트래픽을 내보내는 앱은 화이트리스트 안에 넣어 제안된 기법의 오탐율

을 인다.

4.3.2Detector& Alerter

Detector는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이 발생하면 그림 18의 과정에 따라 이상

행동을 탐지 하는 모듈이다.그림 18은 Detector가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과

정을 보인다.

Outgoing
Flows

Detector Whitelist?

Yes

Allow to send

Malware?

No

No

Yes

Yes

No

Fail

Alerter

In Event 
list?

Yes

No

User
Notification

?

그림 18제안된 기법의 이상 행동 탐지 과정

외부로 나가려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면 어떤 앱이 발생시켰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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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화이트리스트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화이트리스트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트래픽을 발생시킨 앱이 이벤트를 받은 기록이 있는 지 확인한다.확

인하는 이유는 앱이 사용자와 한 번도 상호작용 하지 않고 트래픽을 내보는

것은 이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 3을 통해 확인하 기 때문이다.

이벤트 리스트 안에 존재하면 앱의 특성에 따른 시간 임계치와 트래픽 발생

횟수 임계치를 이용해 이상 행동 여부를 확인한다.Detector는 단말기를 실행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할 때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과정을 단순화해

서 오버헤드를 인다.

Alerter는 이상 행동을 발견하면 사용자에게 이상 행동을 경고 하는 모듈이

다.사용자에게 이상 행동으로 의심되는 트래픽을 경고하고 해당 트래픽을 막

을 것을 권한다.사용자가 트래픽을 허락하면 해당 앱을 화이트리스트 안에

추가하여 오탐율을 인다.

4.3화이트리스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벤트 후 주기 으로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앱

이 존재하는 것을 사 실험을 통해서 확인 했다.그러한 앱 신뢰할 수 있

는 앱은 화이트리스트 안에 넣어 악성 앱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다.주기

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앱을 확인하기 해 단말기에 안에 정상 앱 20개

를 설치한 뒤 부 후 어떤 앱도 실행 하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동안 트래

픽을 발생시킨 앱을 찰하 다.표 6은 트래픽을 발생 시킨 앱과 트래픽 발

생 횟수를 나타낸다.부 후 네트워크에 속해 업데이트 정보를 가져오는

Jelly Bean Keyboard부터 주기 으로 이메일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이메일

앱,그리고 계속해서 사용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메신 앱인 네이트온 UC앱

등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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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름 트래픽을 내보낸 횟수

Jelly Bean Keyboard 1

Gmail 8

구글 동기화 11

Email 15

구글 플 33

트  UC 6912

표 6.이벤트 없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정상 앱

이러한 앱들 신뢰할 수 있는 앱은 화이트리스트 안에 넣어 이상 행동으

로 탐지 되지 않도록 한다. 한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앱이라 인증된 앱은 화이트 리스트 안에 넣어 오탐율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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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실험 결과 분석

5.1실험환경

제안된 기법은 커 계층에서 구 되었으며 호스트 환경에서 안드로이드의

커녈을 수정해 타겟 보드에 포 하 다.표 7은 호스트와 타겟 보드의 실험

환경을 보여 다.

환경 사양

안드로이드 2.2(Froyo)

리 스 커 2.6.32

호스트 환경 Ubuntu12.04

타겟 환경
CPU: S5PV210(Cortex-A8)

RAM: 512MB

Flash: 256MB

무선통신: Wi-Fi,Bluetooth

표 7.실험 환경

본 논문은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기 해 23개의 악성 코드를 단말기에 설

치하고 탐지된 악성 코드를 확인하 다. 한 기법의 오버헤드를 확인하기

해 두개의 안드로이드 벤치마크 앱을 설치해 기법을 용하기 과 후를 비

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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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탐지율

제안된 기법은 외부 서버와 력해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단말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이상 행동을 탐지 할 수 있다.표 8은 단말기에 설치한 악

성 코드 제안한 기법이 탐지한 악성 코드를 나타낸다.

이름
원격 조정 피해야기 정보 수집

탐지

NETSMS
Phone
Call

SMS SMS
Phone
number

User
Account

ADRD √ O

anserverBot √ √ O

BaseBridge √ √ √ O

BeanBot √ √ √ √ O

BgServ √ √ √ O

Crusewin √ √ √ X

DogWars √ X

DroidCoupon √ O

DroidDream √ O

DroidDreamLight √ √ O

DroidKungFu4 √ O

DroidKungFuUpdate √ √ O

Endofday √ √ √ O

Geinimi √ √ √ √ √ O

GGTracker √ √ √ √ X

GoldDream √ √ √ √ √ O

JSMSHider √ √ √ O

KMin √ √ X

Nickyspy √ √ √ O

Pjapps √ √ √ O

Plankton √ O

RogueLemon √ √ √ O

YZHC √ √ √ O

표 8.탐지된 악성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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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Y.Zhou등이 조사한 49개의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단말기에 설

치한 23개의 악성 코드 목록이다[3].49개의 악성 코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해 악성 행동을 하는 악성 코드는 27개이다.그 21개를 설치하 고

SMS를 이용하는 악성 앱 2개를 추가로 설치하 다.

설치한 23개의 악성 코드는 약 770개의 악성 앱에 포함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들을 감염시키고 있다.23개 19개를 탐지하 으며 DogWars,

GGTracker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아닌 SMS를 이용해 악성행동을 하여 탐지

하지 못하 다.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하는 악성 코드 KMin,CruseWin

은 이벤트 발생 후 짧은 시간 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 시켜 악성행동

을 하여 탐지하지 못하 다.그러나 탐지하는 과정 부분의 악성 앱이 이

벤트 후 긴 시간 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내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제

안된 기법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하는 부분의 악성 앱에 해 높은 탐

지율을 보인다.

5.2.오버헤드

제안된 기법은 두 개의 벤치마크 앱을 이용해 용하기 과 후에 달라진

성능 차이를 측정하 다.Benchmark앱은 CPU,메모리, 일 시스템에 한

하드웨어 성능을 측정하는 앱이며 Antutu는 CPU,메모리,SD카드 등의 하드

웨어를 집 으로 실행하여 수행 시간에 한 수를 매겨 성능을 비교하는

앱이다.표 9는 Benchmark앱을 20번 실행 해 용하기 과 용 후의 평균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CPU와 일시스템에 해서는 기법을 용하기

과 용 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메모리 성능은 기법

용 보다 용 후에 약 4%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하 다.발생한 이벤트에

한 정보를 메모리 안에 리스트 형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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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Benchmark 용 용 후
오버헤드

(%)

CPUMIPS

(MillionsofInstructionsPerSecond)
109.7 108 1.50

CPUMFLOPS

(MillionsofFloatingPointOperationsPerSecond)
15.9 15.7 1.3

Copymemory(Mb/sec) 477.5 461.2 3.5

Creating1000emptyfiles(sec) 13.0 13.7 5.1

Deleting1000emptyfiles(sec) 12.6 12.5 -0.8

Write10M intofile(sec) 14 13.5 -3.7

Read10M from file(sec) 224.4 226.1 0.8

표 9.Benchmark를 이용해 측정한 오버헤드

표 10는 AnTuTuBenchmark란 벤치마크 앱을 20번 실행해 기법 용

과 용 후의 평균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AnTuTuBenchmark 용 용 후
오버헤드

(%)
CPUinteger 567.7 539.2 5.0

CPUfloat-point 147.3 140.2 4.8

Memory 321.3 297 7.6

SDCardwrite(3.0MB/s) 32.3 32 1.0

SDCardread(7.5MB/s) 76.0 75 1.3

Totalscore 1144.6 1083.4 5.4

표 10.AnTuTuBenchmark를 이용해 측정한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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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수가 기법 용 보다 용 후에 7% 떨어진 것을 확인하 다.

이것은 메모리 안에 이벤트 리스트를 유지하고 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

수행 시간에 한 수가 하락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

이 발생할 때마다 이상 행동 유무를 검사하기 때문에 CPU의 수행 시간이 증

가하여 5%의 오버헤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SD카드 읽기,쓰기에서 발생

한 오버헤드는 실행마다 조 씩 변하는 환경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측된다.단말기의 하드웨어 성능에 한 오버헤드는 Benchmark앱이 약 4%,

수행 시간에 한 오버헤드는 AnTuTu앱이 약 5%로 발생하 는데 기존의

제안된 단말기 기반의 동 이상 행동 탐지 기법의 오버헤드보다 작은 값으

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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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스마트폰의 제조 기술의 발달과 무선 인터넷의 화로 스마트폰 사용자

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마트폰 상의 공격이 증가하면서 스

마트폰 보안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기존에 제안된 커 는 랫폼을

수정하는 등의 보안 강화 기법은 보편화하기 힘들고 단말기,클라우드 기반의

기법은 지 않은 오버헤드와 네트워크에 의존해 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존재했다.

본 논문은 효율 인 이벤트 기반의 이상 행동 탐지기법을 제안하 고 구

을 통해 제안된 기법을 검증하 다.제안된 기법은 사용자의 이벤트 없이 네

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앱,이벤트 발생 후 임계치 시간을 넘겨 네트워

크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앱을 악성 앱으로 탐지한다. 한 화이트리스트

를 사용하여 오탐율을 다.제안 기법은 안드로이드 고유 특징이 아닌 네

트워크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의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바일 운

체제에 용가능하고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제

안 기법을 구 한 뒤 실제 악성 앱을 설치하여 높은 탐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고 기존기법보다 은 약 5%의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제안된 사용자 이벤트 기반의 이상행동 탐지기법은 네트워크를 이

용해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하려는 악성 앱을 탐지하는 효율 인 기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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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omalyDetectionScheme

basedonUserEventforSmartphone

Park,Jiye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argetedattacksonsmartphonesareontherisewiththegrowthof

smartphoneusers.Intheeventofinformationleakage,smartphonecan

causeseveredamagebecauseitcontainsimportantuserinformation.Thus,

thereisagrowing necessity fordiversesecurity techniquesforsmart

phones.

Thisthesisproposesaschemefordetectingabnormalbehaviorsthrough

dynamicanalysisoftheresponsesofanapplicationagainstusereventson

the mobile device.Preliminary experimentconfirms thatmostmobile

applicationsusingnetworkfunctionsgeneratemostofthenetworktraffic

withinacertainperiodoftimeafterreceivingevents.Accordingtothe

natureofapplications,ourschemesetsthethresholdvalueaboutthetime

and frequency of traffic generation after events, thereby detecting

abnormalbehaviors.

This thesis presents the verification and experimentalresul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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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theschemeintheAndroidoperatingsystem.Experimental

resultson detection rateandoverheadmeasuring demonstratethatthe

proposedschemegenerateslessoverheadthanexistingtechniqueswhile

showingahigherdetectionrateofmaliciousapplicationscommunicating

with theoutsideserver.Proposedschemeenablesefficientdetection of

anomalyabasedonthetrafficcharacteristicofmobiledeviceinrelation

withtheevents.Ithasthemeritofwideapplicabilitytovariousmobile

operatingsystemsbecauseitutilizesthetrafficcharacteristicsofsmart

phoneapplications.

keywords:Android,Security,Malware,Event,AnomalyBehavio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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