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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클래스 반사(Reflection)과 예외처리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보호 시스템을 우회하여 임의

의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자바 환경과는 달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APK 파일 

내 루트 디렉토리의 클래스 파일만을 반사를 통해 동적 로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 반사와 예외 처리를 이

용하여 임의의 디렉토리 내 파일을 로딩 및 동적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며 이 방법은 저자가 알기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AES 암호와 동적 로딩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코드를 은폐하

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기법을 활용 시, 첫째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내부 코드를 은폐하여 백신을 우회하는 악성코드 제작이 

가능하고, 둘째, 프로그램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핵심 알고리즘을 은폐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코드 제작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버전 4.4.2(Kitkat)에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제안 기법의 실효성을 보였다.

키워드: 자바 반사(Java Reflection), 악성코드(Malware, Malicious code), 고급 암호 표준(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바이트코드(Bytecode),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 난독화(Obfuscation)

I. 서 론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컴퓨팅 및 인터넷 환경이 

데스크톱 PC로부터 스마트 폰으로 옮겨지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사용이 늘어감과 동시에 앱을 불법 복제 하거나 악성 앱이 만

연하는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운영체제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안

드로이드 환경에서 구동되는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소개하고, 이

를 이용한 이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부 코드 위·변조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스마트 기기 이용자와 개발자를 보호하

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제안 기법은 바이트코드를 AES로 암호화

한 후,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암호화된 바이트코드를 반사 기법

과 동적 로딩을 통해 복호화 및 실행한다.

II. 제안 방법

II-1. 클래스 반사와 예외처리를 이용한 임의 코드 수행 

방법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JAVA의 Reflection 기법을 사

용하여 클래스의 구조를 살펴보거나 새로운 클래스를 로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APK 파일의 패킹을 해제 했을 때, 루트 디렉

토리에 위치한 classes.dex 파일 내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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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에서는 리소스 파일이 저장되는 assets 폴더에 위치

한 제 3의 classes.dex 또는 APK 파일의 클래스는 Reflection 기
법을 이용하여 로드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에서 밝혀진 안드로이드 취약점을 활용하면 assets 폴더 내부 파

일에 포함된 제 3의 클래스를 Reflection 기법을 통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Reflection은 기본적으로 외부 접근을 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

지만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클래스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반

대로 loadDex는 외부에서 추가적인 클래스 파일을 불러올 수 있

고, 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클래스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처럼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던 이 두 기법

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다.
JAVA는 예외(Exception)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Handling하

는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암호화된 파일을 복

호화 과정을 통해 dex를 불러오고 예외(Exception)의 Handling
과 반사 기법을 이용해 제 3의 classes.dex로부터 클래스를 로드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은폐된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보

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 등록 등을 수행함으로써 코드 

보호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저작권 보호 또는 악성코드에 활용

될 수 있다.

II-2. AES 및 동적 로딩을 이용한 코드 은폐 기법

위 방법을 기반으로 AES 및 동적로딩을 이용한 코드 은폐기법

을 제안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classes.dex를 zip 형식으로 압축하고 AES 암호화를 진행

한다. 이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이므로 분석가의 리버싱을 

어렵게 한다.
(2) 이 파일을 암호화된 클래스를 로드 할 앱의 리소스가 저장

되는 assets 폴더에 담는다.
(3) 이렇게 생성된 APK 파일은 실행되었을 때 암호화된 파일

을 복호화하고 압축을 해제한다.
(4) 성공할 때까지 루프를 돌다가 예외 처리에 의해 classes.dex

의 내부 클래스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5) Reflection 기법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클래스를 

임의 기재 및 등록 후 실행한다.

II-3. 프로토타입 구현

실험을 위해 안드로이드 버전 4.4.2(Kitkat)의 API 19 SDK를 

이용하여 APK 파일을 제작하였다.
우선 특정 메시지가 출력되는 간단한 앱 (앱1)을 제작하고 

classes.dex를 추출하여 ZIP으로 압축한 뒤 AES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암호화하였다.
그 후 앱1의 코드를 집어넣을 앱 (앱2)를 제작하였다. 실행 후 

로드 될 앱1의 코드 중에서 중복된 클래스는 공격자가 숨기고자 

하는 코드이므로 앱2에서는 빌드 정보만 남기고 제거하였다.
이 앱2은 안드로이드의 getAssets API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파

일을 로드하고 복호화 루틴을 담은 메소드를 이용하여 복호화한

다. 이 과정에서 복호화 된 데이터는 배열에 저장한 뒤 파일로 생

성한다. 이후 예외 처리에서 loadDex로 복호화된 데이터를 불러

온 뒤 클래스 로더로 은폐했던 클래스를 불러온다. 이러한 예외 처

리는 복호화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시도가 가능하도록 의

도된 것이다.
한편 Reflection을 통해 로드 된 클래스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

될 클래스를 기재 후 실행한다.
그 결과 APK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던 액티비티가 생성되어 내

부의 텍스트가 출력됨을 볼 수 있고, 서비스 대신 안드로이드 토스

트(Toast)로 대체한 메시지 박스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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