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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안드로이드는 기존의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다르게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누구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 제조사와 개발자가 안드로이
드 내부 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율이 97%[1]에 달할 정도
이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복제 방지 기술 중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과 암호화 기반
안드로이드 불법 방지 시스템을 융합하고, 융합 모델이 두 기술을 개별적으로 적용 할 때보다 향상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융합모델은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인내 허용치(User
Tolerance)[2] 안에서 보안성을 보장한다. 또한 융합 모델은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게 성
능과 보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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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ogle’s Android platform is a widely used operating system for mobile phones and a fully commercial
application (App) market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because of the easy access to Android internal
files, unlicensed Android Apps are widely being distributed.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droid
developers, various techniques are being proposed that can prevent the illegal access to Apps. This paper
combines two of the proposed techniques, namely the Online Execution Class and Encryption-based
Copyright Protection and will provide a smooth scaling between the two techniques. We will show that this
smooth scaling provides better protection within user tolerance boundaries than any one of the techniques
can provide by itself.
Keywords : Android, Encryption-bas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droid Apps, Dalvik, Online Executio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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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워터마킹[3], 안드로이드 불법 앱 탐지 연구[4], 그리고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5], 암호화 기
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6]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실행 코드와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융합하여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오버헤드 안에서 보안 수
준을 향상시킨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자세한 보안 수준을 지정하는 파라미터를 이해하여 설정하
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환경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모든 경우에는 전
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후분에서는 실제 생활에서의 예시를 통해, 보안 파라미터의 계
산 예를 제공한다.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서버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디바이스로
전송한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시 서버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디바이스로 전
송되어 인증된 사용자만이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방
지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암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한다. 정상 구매자가 암호화된 애플리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를 시작하면 디바이스 내의 복호화 모듈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이 복호
화가 되고 설치가 끝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끝나면 기기 메모리에 적재된 복호화 된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는 삭제가 된다. 모든 안드로이드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오버헤드는 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 네트워크 비용 또는 월별로
발생하는 이용료,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소모량 등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된 오버헤드는 사용
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이여야 한다.
본 논문은 제안한 융합 모델이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오버헤드 범위 내에 있음을 보여주며 온
라인 실행 코드 기술 또는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개별로 적용 시보다 향상된 보안
수준을 제공함을 제시한다. 또한 융합 모델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보안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개발자가 보안 수준의 상세한 파라미터를 이해하지 않고도 간
단히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울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두 기술을 융합해야 하는 정당성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융합 모델을 실제 적용한 예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
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배경지식 및 관련연구
2.1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
온라인 실행 코드(OEC)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시 서버로부터 앱 전체 코드 중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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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을 전송 받아 동적 적재하여 실행한다. 이를 위하여 앱을 개발할 때 전체 소스 코드 중 특
정 클래스를 분리한다. 분리할 클래스는

JAVA

인터페이스이며 다른 사용자 정의 클래스의 상속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개발단계에서 배포용과 서버 보관용으로 2개의

APK

파일을 생성한다. 동적 적

재를 위해 분리된 클래스의 메인 자바코드에 스턴(Stub)을 추가한다. 배포용

APK에

추가될 스턴은

사용자 인증 및 서버와의 통신을 수행하고 동적으로 클래스를 적재한다. 이 적재과정에서
서

DEX를

호화된

APK에

추출하여 분리된 클래스를 동적으로 로드한다. 추가될 스턴은 서버와의 통신모듈과 암

OEC를

받아서 복호화한 뒤에 안전한 저장소에 저장하고, 안정한 저장소에 저장된

OEC를

메모리에 동적 적재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Online Execution Class

2.2 암호화 기반 사용자 인증 및 안드로이드 앱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2.2.1 사용자 인증
사용자 등록 시,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사용자 인증을
할 때마다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서버에서
RSA

RSA

RSA

암호화키를 생성한다. 인증과정을 마

키 생성 모듈을 통하여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만든다.

키 생성 모듈은 파일 형태로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한다. 키가 생성된 직후 개인키 사용자

에게 전송하고 공개키는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전송과 전송 과정을 마친 후 서
버는 생성되었던

RSA

개인 키 파일을 삭제한다.
173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과 암호화 기반 안드로이드 앱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의 융합 설계

2.2.2 모바일 디바이스
암호화된 앱을 설치하기 위하여
앱 설치과정의 일부분인
checksum

한다.

검사와

offset

안드로이드

내에 암호화/복호화 모듈을 추가한다. 안드로이드

Optimization과 Verification

이전과 이후에

DEX

파일과

ODEX

파일의

수정 과정에서의 에러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해야

소스

dexZipExtractEntrytoFile

Dalvik VM

코드
함수는

dalvik/libdex/ZipArchive.c에

중

폴더에

Dalvik

APK파일로부터

존재한다.

Classes.dex

/dexopt/Optmain.c에서

classes.dex파일을

얻는다.

호출되는

이

함수는

파일을 복호화하기 위해 복호화 모듈을 이곳

에 삽입한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기 위해 앱을 클릭하게 되면
을 통해 앱이 실행된다.
dvmOpenCachedDexFile

DEX

파일을 호출하는 부분은

함수이며,

ODEX

내에 있는

classes.dex

dalvik/analysis/vm/dexprepare.c

파일
내의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추가한 복호화 모듈을 통해 복호화를 수행한 후

[그림 2]

data/dalvik-cache

ODEX

파일을 리턴하여 앱을 실행한다.

암호화 기반 안드로이드 앱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Fig. 2] Structure of Encryption-based Copyright Protection

3. 융합 모델의 정당성
3.1 지연과 비용
3G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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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서버로부터 다양한 크기로 구성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다운로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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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알고리즘의

라운드 수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복호화 시간을 측정하였다. 복호화 시간은 파일 크기에 비례하여
작은 크기의 파일에

10

라운드

(10라운드는

안전하지 못한 보안 수준임) 암호화를 적용하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지연시간을 보여줬다.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또한 온라인 실행 코드
의 크기가 커지면 오버헤드가 증가하듯이,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시스템도 또한 앱의 암호화 하
는 크기가 커질수록 보안 수준은 향상되지만 이에 따른 오버헤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그림 3]

다운로드 시간 실험 결과

[Fig. 3] Download time distribution

[그림 4]

앱 복호화 시간 실험 결과

[Fig. 4] Decryption ti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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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

크기가 작을 경우, 스니핑 되었을 때 불법 복제를 시도하는 사람은

요한 시간과 노력이 적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반면에

OEC가

OEC를

복구하는데 필

커질수록 불법 복제를 시도하는

사람이 코드를 모두 모이기 어려워서 보안성이 향상되지만 다운로드 시간이 느려져서 부담이 된
다.

OEC

기술은 네트워크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바일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OEC

를 다운로드 받지 못해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앱의 실행이 지연되어 사용자에게 불
편함을 줄 수 있다.

3.2 보안과 성능 이슈 및 융합 모델의 정당성
[2]에

의하면, 사용자가 오버헤드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은 오버헤드가 특정한 값에 도달하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오버헤드를 유지하면서 공격자로
부터 안전하게 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할 수 있는 오버헤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온라인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금전적 비용, 둘 째, 코드를 다운
로드 받고 암호화 된 코드를 복호화 하는데 생기는 실행 지연 시간, 마지막으로 두 비용을 모두
합친 전체 비용이다. 다운로드 금전 비용은

OEC의

크기에 비례하고 실행 지연 시간은

호화 해야 하는 앱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두 비용의 총합은

OEC와

OEC

및 복

복호화 크기에 비례한다.

각 비용을 고려하여 오버헤드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다운로드 금전 비용

: Cf

실행 지연 시간

: Ct

비용 총합

: Ctota

복호화 크기

: Sdec

OEC

다운로드 크기

: Sdown

    

(1)

        

(2)

                

(3)

여기서, 앱을 불법 복제하려고 하는 공격자가 우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보호된 파일의 일부를 얻
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여 한번에

L byte씩

랜덤하게 얻는데 이 때 공격자가 한 블록을 얻어낼 확

률을 p라고 가정한다. L과 p의 값은 네트워크 상황이나 복호화 하는 기기 환경 등 여러 환경적 요
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정확하게 측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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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의 값이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L과 p의 값은 비교적 작은 값일 것이다. 만약 L과
p의

값이 크다면 이는 곧 앱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안성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L byte의

이상의 확률로

한 블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격자의 수는
X byte의

1/p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적어도

0.99

보호 기술이 적용 된 모든 코드를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공격자의 수

N

을 계산할 수 있다. 얻어낸 블록의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호된 코드일 평균 비율은 무작위
로 선정된

byte가

나 이상의 블록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획득 블록이 포함되는 확률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하
L byte

구간의 왼쪽 끝에 포함될 확률이다. 1에서 구간의 어떤 왼쪽 끝도 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확률을 뺌으로써 확률을 계산 할 수 있다.
             

이 확률이

0.99가

되기 위해서는

pNL/X는 4.6이라는

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공격자의 수
기

X에

식

(4)

N의

값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L과 p가 임의

N = 4.6X/pL이

되고 이

N은

코드 전체의 크

비례하는 값이다.

(1), (2), (3)에

의해 일정한 지연 시간 이하를 가지도록 하는

OEC

크기의 영역은 세 직선의 아래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식

다운로드 크기 및 복호화

(4)의 N의

값을 충분히 크게

하여 보호 기술이 적용된 코드를 분석하여 얻어내기 위한 비용이 앱을 복제해서 얻어낼 수 있는
비용보다 더 커지게 만든다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식(4)에 의해 이

N의

값이 크기

X에

비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일정한 보안 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복호화 크기 및

OEC

크기는 직선의

위쪽 영역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그래프가 겹치는 영역이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보장하
면서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오버헤드 범위 내의 지연시간을 가지는

OEC

및 복호화 크기 영역이

된다.

[그림 5]

보안 영역

[Fig. 5] The Area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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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성능을 보장하며 일정한 보안 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OEC 및 복호화 크기
[Fig. 6] The Area Guarantees the Security & Performance within User Delay Tolerance

그림 6의 색칠한 영역 내에 속하는 좌표 값으로

OEC

다운로드 크기 및 복호화 크기를 설정하

면 일정 수준의 보안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각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례 상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비례 상수는 네트워크 환경 및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다르게 결정된다. 기울
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두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것 보다 어느 한 쪽만 선택하여 사용하
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보면 위와 같은 모양으로 영역이
생성되므로

OEC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림 7]

다양한 케이스

[Fig. 7] Various other cases

4. 실제 적용 예제
우리는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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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실험을 통해 얻어 낸 상수 값들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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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운로드 비용, 실행 지연 시간, 비용 총합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가 매월 유료 앱을
약

3,800원씩

결제하고 매월

55,000원

요금제를 이용하여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한

다. 또한 사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00MB

정도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2]에

의해 사용자

는 실행시간이 5초 이상이면 앱의 실행에 답답함을 느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
값들과 식

(1), (2), (3), (4)를

+ 8Sdown이고

그 값은

5.14

이용하여 비용 총합을 계산해보면

Ctotal = 0.14b+5d = 4.945 * Sdec

이 된다.

User delay tolerance
S

Communication Fee
Combined Cost

O

Security

[그림 8]

실제 생활에서의

OEC와

복호화 크기에 따른 다운로드 비용 및 실행 지연 시간, 비용 총합과 보안성 그래프

[Fig. 8] Download cost, execution delay time, cost expense and security depending on OEC and
decryption size in real time graph

위 그래프에서 짙게 칠해진 영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오버헤드를 가지는 복호화 크기와
는 보안성을 중요히 여긴다면 그림 2의

S

OEC

크기의 범위이다. 만약 개발자가 성능보다

주위의 좌표를 선택하여

OEC와

복호화 크기를 결정하

는 것이 좋다. 반면에 보안성은 약간 약화되더라도 성능을 중요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림
내

O

2

주위의 좌표를 선택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오버헤드 또한 사용자

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 만약
크기를

0.1 MB로

OEC의

크기를

0.8 MB,

복호화

하여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이 좌표는 그래프의 색칠된 영역 내에 존재하는 좌표

이고 이는 곧 보안성과 성능 모두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통합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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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리눅스(Linux) 기반으로 모바일용 운영체제이다. 다양한 라이브러리 세트, 멀티미
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폰 앱 등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소스코드

DexOptHeader에

중

OEC

안에

위치한

개발자가 설정한 보안옵션 값을 저장하는 플래그(flag)를 추가하였다. 기존에 존

재하는 헤더에 4바이트를 추가하여
플래그는

폴더(/android/dalvik/libdex/Dexfile.h)

Dalvik

크기와

OEC와 ENC의

파일을 암호화하는

DEX

파일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OEC로

크기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DEX

크기를 결정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APK

또 다른 파일은 서버 보관용으로 저장한다. 개발 단계에서

플래그를 통해 보안 옵션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융합 모델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9]

융합 모델 과정

[Fig. 9] Hybrid System Process

개발자가

APK

파일을 업로드 한다. 개발자가 설정한 보안 옵션에 따라 암호화크기를 결정한다.

암호화 크기에 따라

OEC

부분을 제외한

APK파일의

일부분을 암호화한다.

개발 단계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소스코드를 두 가지 파일인
로 나눈다.

OEC는

Apache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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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도구를 사용하여

Apache Ant는
make와

다른

OEC

또는

OEC가

아닌 부분으

클래스와 상속관계가 없어야 하며 인터페이스로 작성되어야 한다.
OEC와 OEC가

아닌 파일의 디렉터리를 지정하였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며 빌드 도구이다.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비슷하지만 자바언어를 사용하여 자바 실행환경이 필요하다.

Ant는

빌드를 위한 환경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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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빌드 파일은 한 프로젝트에 하나만 넣어야 한다.

[그림 10] build.xml
[Fig. 10] build.xml

그림10은
APK

OEC

파일은

부분과

OEC가

OEC가

아닌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아닌 부분이다.

APK

secondary_dex.jar

는

OEC

부분이며

파일은 스턴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합법적인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 파일로 나누어 진 결과물을
개발자가 서버로 업로드 한다.

[그림 11] OEC

기술 적용 후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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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Inal results after using OEC

개발자가 파일을 업로드 후에는 서버는 동적 적재를 한다. 그림
이다. 동적적재 과정에서,

DEX파일에서

추출한

APK파일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그림 12] OEC

서버 코드의 일부분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전송되며 분리된

클래스를 로딩 한다. 분리된 클래스를 동적 로딩하기 위해
DexClassLoader

12는 OEC

DexClassLoader

SDK가

클래스가 필요하다.

설치되어 한다.

받아오는 소스코드

[Fig. 12] Main code of receiving OEC

합법 사용자가 앱을 구매하면

OEC가

아닌 부분이 사용자 모바일로 전송된다. 전송 받은 암호화

앱을 암호화 기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통해 복호화 한다. 암호화 앱이 복호화가 되면 앱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 시 서버로부터

OEC가

정상적으로 전송된다.

Original Classes.dex
DEX Header
(Not Encrypted)

Not Encrypted

Server : encSize
Device : length

Encrypted Classes.dex
DEX Header
(Not Encry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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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모델의 암호화 과정

[Fig. 13] Encryption Process in Hybrid System

[그림 14]

암호화 모듈

[Fig. 14] Encryption Module

융합 모델의 암호화 과정(그림

12)에서

서버는 원본

터 크기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을 암호화한다.
/dalvik/libdex/에

위치한

ZipArchive.c에

classes.dex

파일을 복사하여

Dexlength

파리미터는 안드로이드 소스 중

정의되어 있으며

Dexlength의

값은

encSize

encSize와

파라미

같다. 두

파라미터의 값을 동일하게 하여 복호화 과정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안드로이드 소스 중

/dalvik/libdex/에

위치한

ZipArchive.c에 dexZipExtractEntrytoFile

암호화/복호화 모듈을 삽입하였다.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 중
dexContinueoptimization

모듈은
에

함수로 통해

Dalvik의 optimize과 verify

classes.dex파일을

dalvik/vm/dexprepare.c에

복호화하고

과정 후 삽입하였다. 암호화된

data@app@[filename]@classes.dex로

odex파일을

함수에
정의된

생성한다. 암호화

odex파일은 /data/dalvik-cache

저장된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odex

파일은 다시 암호화

가 된 상태로 저장한다.
개발자는

encSize

와

dexlength의

값을 수정하여 복호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두 파라미터

의 값이 클수록 복호화 크기 또한 증가한다. 그리고
두 파라미터의 값은

16의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배수라야 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안드로이드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에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인내 허용 범위 안에서 보안 수준을 보장하고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보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안 옵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과
온라인 실행 코드 기술을 융합한 모델이 각 기술을 따로 적용 시보다 향상된 보안성을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융합 모델의 정당성을 증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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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보안성과 사용자의 인내 허용치 안에서 다양하게 보안 수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안드로이드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에서는 서버에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서버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
우를 대비한 암호화 방법에 대한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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