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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작동 원리◆
현재 악성코드들은 초기에 비하여 꽤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변화의 주된 목적은 은닉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encrypted- 원 코드에 악성코드 부분이 붙어가는 프리펜딩 방법에 길이가 다를 때 탐색이
쉽다는 원리에 입각해 발전된 형태인 압축 프리펜딩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바이러스 부분을
암호화 시켜 은닉
2.polymorphic- 패딩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엔진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서 은닉 실행하기 전에
는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3.metamorphic- 암호화된 악성바디부분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 특징 매번 다른 레지스터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집어넣어 정적분석은 물론이고 에뮬레이터로도 탐지가 어려운 은
닉방법입니다.
이렇게 악성코드들은 백신에 감지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은닉방법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백신 또한 거기에 맞추어 감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의 탐지방법에는
1.패턴을 기반으로 탐지- 악성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코드부분을 저장하여 프로그램의 코드
와 비교했을 때 기존에 저장된 코드와 일치되면 악성코드로 식별하는 기본적인 정적분석 방법
입니다.
2.상태 변경 탐지- 악성코드가 활동을 하기 위해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를 변경시킨다는 점에
입각해 기존 파일의 내용이 달라질 그 변화를 암호학적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탐지하여 상태
를 변경시키는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3.비정상적인 행동 탐지- 정상상태에 대하여 정의가 선결되어야하며 파일 변경, 시스템이상동
작이나 네트워크 행위에 이상이 있을 시에 주목하여 바이러스로 의심가는 프로그램을 탐지하
는 방법입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기존에 밝혀진 악성코드에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는 패턴기반
탐지방식, 정적분석에 초점을 두고 악성코드를 분별해내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정적 분석의 방법◆
정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악성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의 구조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어플이 대상이므로 안드로이드 앱의 구조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빌드과정----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컴파일된 apk파일을 사람이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코드로 디컴파
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앱의 작동방식에 대하여 파악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어플을 실행시키는 과정----

운영체제가 어플을 실행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파악하여 악성코드가 어떤 부분을 공략하여 원
하는 결과를 얻어낼지에 대해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의 핵심인 달빅가상
머신은 자바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자바의 취약점(오버로딩, 리플렉션)등을 이용하여 악성코
드가 작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이 요청하는 액티비티의 이동에도, 브
로드캐스트의 수신을 정보를 빼내는 용도로, 컨텐츠 제공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강제로 제
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 행동에 관련된 요청구문이 있는지에 대해 패턴을 정의
하고 정적분석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permission입니다. 어플이 실행될 때 권한을 취득
하는 부분인데 위험한 부분의 권한취득은 악성 어플로 심각한 의심 또는 정의 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정적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드로이드 앱의 실행방식에 따라 우려되는 공격방식에 대해 정의하고--------⓵
그 공격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 형식을 알아내기 위하여.-------------------⓶
앱 개발 과정을 참고하여 가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디컴파일을 한다.----------------------⓷
디컴파일 된 코드를 해석하여 공격성을 내포하는 패턴, signature저장--------------------⓸
저장된 패턴을 필터로 악성 어플을 검출한다.--------------------------------------------⓹
이러한 형태로 정적분석의 대략적인 개요를 잡았습니다.

◆악성앱을 판단하는 기준◆
먼저 악성 어플리케이션과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저희는 VirusTotal (https://www.virustotal.com) 에 들어가 먼저 악성 어플리케이
션과 정상인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차이점을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악성 어플리케
이션과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넣어 확인한 결과, 제일 명확한 기준은 Permission에 있었습니
다.
ex) benign_app/An.stop_9.apk (정상앱),
malware_app/00d6e661f90663eeffc10f64441b17079ea6f819.apk (악성앱)

Permission이란 어플리케이션에서 핸드폰의 어떤 부분을 사용권한을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
다. 예를 들어 android.permission.VIBRATE는 핸드폰 진동 권한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 이미지를 보면 정상 어플리케이션의 Permission은 안전하게 표시된 반면 악성 어플리케
이션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현재 코스 위치를 가져오는 등 위험한 Permission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성 permission들 중에서도 android.permission.ACCESS_COARSE_LOCATION 와
같은 Permission은 악성 어플리케이션과 정상 어플리케이션 모두 가지고 있는 Permission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인 정상 어플리케이션이 악성 어플리케이션으로 분
류 되어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여 정상 어플리케이션과 악성 어플리케이션 모두
들어있는 Permission을 제외한 오직 악성 어플리케이션에만 있는 Permission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석 알고리즘 개요 설명(1차)-permission◆
permission을 기준으로 삼은 저희들은 먼저 feature_extractor.py를 이용하여 res.csv에 악
성 어플리케이션, 정상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permission을 얻어낸 뒤. 오직 악성 어플리케이
션에만 있는 permission을 DetectionManager 클래스 안에 self._Permission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걸러낸 permission입니다.

----permission분석코딩 결과----

check malware&normal permission
: feature_extractor.py를 이용해서 100개 malware와 100개 정상앱을 돌린 후, 각각 res.csv
파일을 얻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악성앱과 정상앱에서 나온 permission을 중복 제거하여
set을 만들어 count한 결과입니다. (각각 75개)
filtering permission
: 중복 제거한 악성앱 permission set에서 정상앱 permission set에 존재하는 것을 거른 후
의 permission 개수가 39개입니다.
check whether it is malware by permission
: filtering permission set을 이용해 악성앱을 분류한 결과 – 악성앱을 돌린 결과는 100개 중
70개 악성앱으로 판별, 정상앱 돌린 결과는 0개 판별하였습니다.

아래는 위의 permission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한 파이썬 코드입니다.

·1차 결과

◆알고리즘 개요 설명(2차)-decompile&activity분석◆
permission만으로는 악성 어플리케이션과 정상 어플리케이션을 구분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
음을 알게 된 저희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하여 jadx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정적분석에 대한 방법 중 [jadx를 이용한 정적 분석]을 사용하여 apk 파일을 디컴파일한
결과 안드로이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jadx를 이용한 정적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AndroidManifest.xml 파일에서 시작 activity 및 service 확인하고 시작하는 activity 코드부
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악성앱 분석 실시, 또한 AndroidManifest.xml에서 permission을 확인
하여 어떤 permission으로 통해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 미리 예상해 보고 악성앱을 분석하였
습니다. 또한 여러 apk를 분석해보면서 반복되는 악성 패턴들은 초기에 전체 코드 검색을 통
해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정적 분석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notifier 악성앱 검출 설명30개의 apk 파일을 디컴파일하여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apk 파일에서 사진과 같은 구조를
가진 파일들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com/and/snd/Notifier)
모두 같은 패키지에 같은 이름 Notifier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코드 내용도 동일합니다.
-notifier 구조-

-Notifier class 내의 생성자 코드-

Notifier 클래스에는 위와 같이 어떠한 url로 모바일, 이메일 등 정보를 보내는 코드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http://www.typ3studios.com 문자열을 시그니처로 하여 악성
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http가 있다는 이유로는 악성앱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나 정상
앱에도 http를 이용해 정보를 가져오거나 정보를 보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apk의
경우 노래를 틀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앱의 목적과 다르게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으로 악성코드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2차 결과

[나머지 30개 분류]
일단 8개는 위의 notifier class 로 분류를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패키지 이름도 다르
고 구조도 다른 apk에서 모든 파일을 읽어서 찾아낸 시그니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시
간이 오래 걸려 일단 8개만 추가로 분류했습니다. permission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어플들은
디컴파일로 해석하여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으니 나머지 또한 같은 방식으로 패턴
을 추출하여 식별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jadx로 분석한 것 중에는 이
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는 것도 있었고 notifier와 비슷하게 또 다른 url로 정보를 유출하
는 코드 등 다양한 악성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수행코드와 실행방법◆

◆결과분석◆

----악성앱을 정상앱으로 거르는 경우----

----정상앱을 정상앱으로 확인하는 경우----

----악성앱을 악성앱으로 확인하는 경우----

----퍼미션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악성앱을 거르는 경우----

위 네 가지 사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캡션에 나와 있듯이 permission으로 걸러내지 못한
악성앱은 정상으로 출력되었고 또한 위험하지 않은 권한을 얻는 정상앱들 또한 모든 필터에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정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s.csv에 악성앱, 정
상앱을 구분한 것을 저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permission으로 식별 가능한 악성 앱들은 위험 permission집합과 대
조하여 정상적으로 악성 어플로 식별되어 검출되었고 permission만으로는 검출할 수 없는 악
성 앱은 분석한 api로 검출하는 경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100개를 다 검
출해내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22개의 악성 어플 또한 activity, service등과 같은 부분을 디컴
파일해서 해석해낸 후에 패턴을 뽑아내어 검출해낸다면 정적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예
측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 및 고찰◆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업을 통해 malware가 어떤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은닉방법과 백신의 식별방법들에 대해 학습을 했지만 실제로 과제를 하면서
아주 간단한 부분인 정적분석 중에서도 몇 가지 없는 패턴들을 통해 식별해내는 것이 과제내
용이었지만 직접 손에 대어보니 학습한 내용과는 다른 광범위함에 놀랐습니다. 정적분석 중에
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과 하나의 방식이라도 보기 좋게 한 곳에 패턴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 방향을 잡는 것 또한 어려웠고
이런 간단한 분석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좌절감 또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
개로 수업에서 학습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백
신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이 과제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신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구조에 대해 자바기반의 달빅
가상머신과 운영체제에 대해 보안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보안적인 관점에서 보
니 다른 수업에서 학습한 모바일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
게 하며 보안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컴퓨터의 전반적인 지식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도 체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코드의 편리함 또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하며
https://www.hybrid-analysis.com/ 악성 앱을 올렸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악성코드가 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줬던 사이트와 미리 짜여져있던 파이썬 코드로 초반에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된 featuer extractor와 여러 참조 자료들을 통해 과제를 그나마 조금 쉽게 할 수
있었고 과제 이외의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백신프로그램
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