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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국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랙마켓 현황 조사 및 국내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 마켓에 적합한 코드서명 기술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모바일 응용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폰에 다양하고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스마트폰의 분실이나 

악성 코드 감염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

드, iOS, 블랙베리 등 여러 플랫폼 기반의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애플리케이션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블랙마켓이 

확산,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는 스마트폰의 안전한 검증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서, 블랙마켓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의 불법적 

거래는 마켓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정상적인 마켓의 활성화를 저해하

는 동시에 악성코드 배포의 경로가 되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 발전

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소비자, 개발자 양 측을 보호

하고 악성 코드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블랙마켓의 현황을 파악하

고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악성 코드 유포의 방지 및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를 위

해 각 스마트폰 플랫폼 공급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 코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플랫폼으로는 심비안, 블랙베리, iOS, 윈

도우폰7, 안드로이드를 들 수 있다. 개략적 코드 서명 절차는 각 플랫폼

마다 유사하지만, 상세 절차 및 서명에 사용되는 공개키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방법은 다르다.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제공

자가 코드 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제공하거나 베리사인과 같은 인증기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매우 엄격한 애플리케

이션 관리를 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을 이용하여 자가-서명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타 스마트폰에 

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유포가 심하다. 따라서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

와 마켓과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면

서 적용될 수 있는 개선된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기법에 대한 연구가 절

실하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1) 국내외 블랙마켓의 유형 및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2) 각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코드 서명 체계를 비교 분

석하였으며, 특히 취약한 코드 서명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마켓에서 활용 가능한 코드 서명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4. 연구결과

사전 조사 단계로, 먼저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플랫폼별 시장 규모와 애플리케이션 등록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

다. 이를 토대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비안, 블랙베리 등 플랫폼별 블

랙마켓의 기본 구조 및 대표되는 마켓 종류를 도출하였다. 또한 마켓별

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유통 방식,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중 블랙마켓의 규모가 크고 유형이 다양한 안드

로이드 블랙마켓에서의 불법적 변형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Imprimatur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블랙마켓의 불법적 변형 포인트 및 소비와 공급 측면에서의 변형 방

식이 확인되었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코드 서명의 취약

점을 분석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드 서명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체계와 파일 구조를 분

석하고 마켓이나 스마트폰에서 허용되는 서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코드 서명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자바의 이중 서명을 개선하여 안드로이

드 서명 체계에 적용하였으며,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서명 체계를 제시

함으로써 개선되고 안전한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기법을 제시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제안 기법에서는 개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된 CA가 발행

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개발자와 마켓의 서명을 검

증할 수 있고 개발자와 마켓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선된 이중 서명 기

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개방적인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정책, 응용 개발 환경 및 

코드 서명 체계를 위배하거나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 환

경인 자바 툴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은 제안 

체제를 채택한 마켓 뿐 아니라 기존의 마켓과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실행

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코드 서명 기법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마켓을 통해 배포될 수 있다. 

제안 기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편리하게 공인 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절감된 발급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

성 제공을 위하여 인증서의 키 활용 필드 등에 대한 정의 및 발급 양식

을 구체화해야 하고, 서명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제안 구조를 채택한 마켓이 좀 더 개발자에게 편리성을 제공

하려면, 제안 기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ADT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기대효과

제안한 코드 서명 기법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문제점 중의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의 사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자의 저작권 보

호의 역할도 일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며, 나아가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

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Title

A Survey on th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martphone

application black markets and a study on the code signing technology

for domestic smartphone applications markets

2. Purpose of the study

As the fastest growing mobile application service, it is increasing that

variety and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e smart phones.

This means that the risk of privacy disclosure could be increased

more than ever when we lost smartphone or smartphone is infected

by malicious code.

Nowadays, a number of applications running on the smartphone are

downloaded and installed through several different platforms such as

Android, iOS, Blackberry etc on the market. The problem is, recently,

the spread of the black market for illegal distribution of the

applications has increased.

It is one of the main factor to disable secure verification scheme of

smartphone. The illegal trading of the application through the black

market would destroy the structure of market revenue and inhibit the

activation of healthy white market. Simultaneously, it could be a



malicious code distribution path. So the black market is threatening

the development of the smartphone utilizing services. Therefore,

countermeasures which could prevent the illegal distribution of the

applications are urgently required including understanding the status

of black market to protect for both consumers and developers and to

contain the spread of malicious codes.

In addition, smarphone platform suppliers make application

developers sign on the application which they have developed to

prevent distribution of malwares and to support consist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pplications. The representative

smartphone platforms are Symbian, BlackBerry, iOS, Window Phone 7

and Android. Even though the overall processes of code-siging of

platforms are similar, the detailed processes and issuing and

management methods of public key certificate for code-signing are

different. Except Android, each platform supplier issues certificates or

accept certificates issued by trusted CA such as VeriSign for

code-signing, and manages applications very strictly. However, as

Android adopts self-signed certificates provided by Java tools, the

impact of distribution of malwares is severe compare to other

platforms. Therefore, to protect copyrights of developers' and rights of

markets and users, it is urgent to develop an improved secure

code-signing method applicable to Android without violation of

existing policies.

3. Contents and scope

In this research: 1) we were identify the type of domestic and abroad

black market and illegal distribution channels of applications. 2)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ode-signing method for representative

platforms. Especially, we researched the code-signing method



applicable to domestic Android markets that use vulnerable

code-signing scheme.

4.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pre-investigation phase, we have investigated each

platform-specific market size and current state of registered

application to identify the domestic and abroad status of the

smartphone market. Based on this result, we drew the basic structure

of black market about Android, iPhone, Symbian, Blackberry, etc and

we showed the representative type of black market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types of applications, distribution methods, and the

delivery path about the related information. Among them, we

examined the aspects of various stake-holders using the imprimatur

model to study about the illegal variation of application in black

market of the Android which is big and has diverse model.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illegal variation points on black market

and deformation in terms of consumption and supply.

After that, we analyzed vulnerabilities of code-signing methods

focused on Android, and derived requirements that code-sign of

smartphone applications should meet. We analyzed Android

code-signing scheme, signature and application fil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ignature allowed by market and/or application. We

proposed a new code-signing method that satisfies the derived

requir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We proposed improved

and more secure code-signing method adopting the improved double

signing in Java and certificates issued by trusted CA.

5. Suggestion of applications

In the proposed code-signing method, the certificates issued by



trusted CAs are used to identify developers, and the improved

double signing method is adopted by which users can verify the

signs of developers and markets to prevent modification or fabrication

of developers or markets.

As the proposed method does not violate the code-signing policy,

application development environment or code-signing scheme, it is

applicable via existing Android development environment, Java, and

the application that adopted the new code-signing method can be

distributed via not only the markets who adopt the new method but

also legacy markets and executable on all Android smartphones.

To utilize the proposed scheme, downgraded issuing fee of certificates

and simplified process should be provided to application developers,

and the some fields of the certificate such as key usage and the

certificate issuing format should be defined for security. Additionally,

it is desirable to consider using of timestamp in sign. Furthermore,

markets should provide upgraded ADT to application developers if

they regard for convenience of developers.

6. Expected effects

As the proposed code-signing method eliminates one of the security

problems of Android smartphones,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Android smartphones and its applications will be increased. The

proposed method also does a role of protector for developers'

copyright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otivation of application

developers might increase, and the Android smartphone market might

be mor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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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IDC에 따르면 2010년 4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가 사상 처음으

로 PC 판매대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2009년 4분기 5천390만대보다 무려 87.2%가 늘어난 것에 반

하여 PC 판매대수는 2009년 4분기에 비해 2.7% 늘어났을 뿐이며[6] 국내

에서도 스마트폰이 휴대폰을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약 500

만대에 육박하여 2013년에는 휴대편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

다[3]. 

  이제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PC를 아우르는 필수 휴대품이 되어 가고 

있으며, 전화 기능을 넘어 소셜 네트워크, 계좌이체, 증권 거래 등에 이

용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는 상세하고 통합된 많은 연락처와 개인 

스케줄이 저장되어 있으며, 뱅킹 서비스와 증권 서비스에 필요한 금융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은 데스크탑보다 작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민감한 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매

우 크며, 또한 탈옥(jailbreak)이나 루팅(rooting)을 통한 불법적 접근은 플

랫폼 제조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사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

는 위험성 또한 커지게 된다. 

  스마트폰은 작은 규모의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기존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문제점이 유사하게 존재하는데, 스마트폰이 기반하고 있는 운영체

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빼내는 악성 

애플리케이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든지 개발하여 마켓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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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할 수 있으며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유료 애플리케이션

인 경우 개발자와 마켓에게 그 수익금이 분배되는 형태인데, 대부분의 

마켓은 플랫폼 개발자가 운영하며, 애플리케이션이 마켓에 업로드될 때

는 마켓의 정책을 준수하는지 등을 검증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검증과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다. 

  그러나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유통이 이러한 검증 

체계를 무산시키고 있다. 블랙마켓을 통한 불법적 거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여 개발자들의 개발 의지를 저하시켜 마켓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성코드 배포의 경로

가 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와 정상적인 마켓의 보호 및 악성

코드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 체계가 절

실하다.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폰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 체계는 

아이폰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검증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안드로이드폰을 기반으로 하는 블랙마켓

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외 

블랙마켓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적 거래나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를 방

지하기 위해 현재 각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서명 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 스마트폰 마켓에서 활용될 수 있는 코드 서명 기

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비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국내․외 블랙마켓 

현황 파악

  o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 환경에 적합한 코드서명 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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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구현

제 3 절 연구의 방법

1. 연구 모형 개요

  스마트폰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애플리케이

션의 유통에 따른 개발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업/다운로드 과정

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한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을 중심으로 각 주체 간의 역할 및 기능을 확인하고, 핵심 프로세스 상

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 그에 따른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요구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기본적이고 범용적

인 참고 모델로서 인정받는 ‘Imprimatur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애플

리케이션 마켓에서의 주체와 프로세스를 간략히 정의하며, 정의된 내용

을 토대로 소비와 공급의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블랙마켓의 불법적 변형 

방식을 파악하였다.  

(그림 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Imprimat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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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진행 프로세스

  연구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 단계의 프로세스로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1차는 현황 분석 단계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스마트폰의 시장 현황

을 분석한다. 그 후, 안드로이드 블랙마켓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진행

한다. 블랙마켓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기본 구조 및 애플리케

이션의 유통 유형이며, 불법적 변형 방식을 소비와 제공 관점에서 살펴

본다. 

  2차는 요구 분석 및 서명 규칙 도출 단계로 플랫폼별 코드 서명 기법

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코드 서명 규칙을 도출한다. 

  3차는 코드 서명 검증 체계를 도출하며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한다. 

(그림 1-2) 연구 진행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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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마트폰 시장현황

제 1 절 시장 규모 현황

1.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동향

  IDC의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에 따르면, 세계 시

장에서 스마트폰 벤더들은 2010년 4분기에 총 1억90만대를 기록함으로

써, 5390만대를 기록했던 2009년 4분기 대비 87.2% 성장했다[1]. 

[표 2-1] 2010년 4사분기 스마트폰 출하 현황(단위: 백만)

  2010년 전체로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3억260만대 출하되어 2009년

의 1억7350만대 대비 74.4% 성장했다[1].

[표 2-2] 2010년 스마트폰 출하 현황(단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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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휴대폰과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2014년에 이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연평균 24.9%의 높은 성장률로 

5억 3천만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0.4%에서 2014년에는 31.7%로 높

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그림 2-1) 세계 휴대폰 및 스마트폰 시장 전망

 스마트폰의 산업 구조에 따른 관련 업체는 단말 제조사(device 

manufacturer/OEM), OS 플랫폼 개발사(OS developer), 통신사(operator), 

기타 관련 업체(independent) 등 다양한 비즈니스 군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이들의 수익 모델은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향후 

시장의 승리를 위해 주도권 싸움 중에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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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애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의 경쟁/협력 업체 등장 시기

2. 스마트폰 플랫폼 기준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을 플랫폼별로 나누어볼 때, 안드로이드의 성장세가 단연 두

드러지는데,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4.1%의 점유율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6.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부터 블랙베리(BlackBerry) OS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뒤에 2014년까지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가트너 자료에서도, 안드로이드가 다른 OS 판매량에 비해 뚜렷한 성장

세를 드러내며 2010년 대비 2015년까지 5억 3천 9백만의 판매량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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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OS별 판매량 변화 추이

  이를 전체 마켓 기준으로 재환산하면, 2015년에는 안드로이드가 전체 

마켓의 4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19.5%로 마이크로소프

트가 뒤따를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4) OS별 판매 비율 변화 추이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2010년 5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안

드로이드가 35.3%로 1위를 차지하였고, iOS가 31.4%, 그 뒤로 윈도우 폰

이 26.2%을 차지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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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0년 국내 OS 점유율  

  이와 같이 스마트폰 플랫폼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다르고, 조사 기

관에 따라 점유율이 다르지만, RIM에서 개발한 블랙베리, 애플에서 개발

한 iOS,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및 노키아에서 개발한 심비안, 마이

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즈 폰이 주요 플랫폼으로서, 성장 면에서

는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꾸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 현황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업로드하고, 일반 사용

자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는 마켓

은 [표 2-3]과 같다. 국외의 경우 대부분의 마켓은 플랫폼 개발자들이 플

랫폼 별로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하는 형대로 운영되며, 국내의 경우 삼성

의 바다를 제외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켓에서는 개발자들이 자신을 개발자로 등록하고, 마켓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을 다운로드 받는데, 경우에 따라 개발자

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이거나 유료로 거래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 마

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대

부분 사용자가 지불한 애플리케이션 대금은 마켓과 개발자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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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분배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의 경우 오픈 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

션 판매 수익금이 아닌 광고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오픈 마켓 정책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이동통신사마다 마켓을 운영하

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블랙마켓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원인으로도 지

적된다. 블랙마켓은 유료 애플리케이션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한 악성 프로그램이나 악의적 의도

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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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국내
플랫폼

운영 

회사
마켓 웹사이트 주소 비고

국외

iOS 애플 App Store
www.apple.com/iphone/app

s-for-iphone

안드로이드 구글
Android

Market
www.android.com/market

윈도우 7
마이크로

소프트

Windows

Marketplace

marketplace.windowsphone.

com

심비안 노키아 Ovi Store www.ovi.com

블랙베리 RIM App World
appworld.blackberry.com/w

ebstore

iOS, 

안드로이드 

제외

A T & T , 

KT, NTT 

DOCOMO, 

S K T , 

Ver i zone 

등

WAC
http://www.wacapps.net/we

b/portal

국제 

통합 

마켓

국내

윈도우 7, 

안드로이드
SKT T-store www.tstore.co.kr

윈도우 7, 

안드로이드
KT Olleh store mobile.olleh.com/

안드로이드 LGT OZ store ozstore.uplus.co.kr

바다 삼성
Samsung

Apps
www.samsungapps.com/

통합
SKT, KT,

LGT
KWAC (예정)

국내 

통합 

마켓

[표 2-3]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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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애플리케이션 현황

1. 애플리케이션 등록 개수

  아래의 두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Distimo에서 발표한 2011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계정으로 사

용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의 경우 33만개, 안드로이드

의 경우 20만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 아이폰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숫자가 안드로이드에 비해 1.5배 가량 많으며, 그와 동시

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된 정도도 더 높다 [11].  

(그림 2-6) 미국 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2011)

  그러나 research2guida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이

후, 5월에 이르러서는 아이폰은 38만개, 안드로이드는 29만개로 그 격차

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8월에는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을 추월할 것으

로 추정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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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증가 추이 (2010~2011)

2. 주요 등록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등록 카테고리는 유사한 성격인 게임(Games) 및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1, 3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책(Books), 교육(Education), 생활(Lifestyle) 관련 카테고리가 그 

뒤를 따른다[13]. 

(그림 2-8) 화이트마켓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 순위(2010.05~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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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등록 애플리케이션 순위로는 엔

터테인먼트(17%), 게임(16%), 개인화(9%), 유틸(7%), 책(6%) 등이 상위 5개

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14]. 

(그림 2-9)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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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외 블랙마켓 현황

제 1 절 블랙마켓 개념 정의 

1. 블랙마켓(Black Market) 개념

  블랙마켓은 특정 상품이 매매되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나 제품을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을 

의미한다. 적법한 과정을 거치치 않고 어둠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블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유사한 의미로 지하시장

(Underground Market) 이라고도 불린다[7][8].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블랙마켓은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정당한 가격 지불 없이 무료(free)로 설치, 사

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블랙은 불법적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블랙마켓 뿐 아니라 블랙 해

커, 블랙 컨슈머 등의 용어로도 확장 사용된다. 

No 용어 개념

1
블랙마켓 

(Black market)
서비스나 제품이 매매되는 불법적 암시장.

2
화이트마켓 

(White market)
서비스나 제품이 매매되는 합법적 시장.

3
그레이마켓 

(Gray market)

합법적 시장과 암시장 중간에 있는 시장으로 

병행시장(Parallel market)으로도 불림.

[표 3-1] 블랙마켓, 화이트마켓, 그레이마켓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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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마켓의 소비 원인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블랙마켓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와의 인식 간

극을 줄이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시장이 형성되

는 시기로, 애플리케이션에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행태가 자

리 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방관할 경우 산업의 가

치 사슬이 왜곡될 수 있다. 

  블랙마켓 가격(Pricing)은 두 가지 단계로 형성될 수 있다. 

  첫째, 합법적 시장 대비 싼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시

장에서 주로 형성되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블랙마켓의 가격이 이

에 해당된다. 애플리케이션 블랙마켓의 경우는 가격이 무료이다. 

  둘째, 시장 유통가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보통 오프

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하며, 제품을 구입하기가 어렵거나 공급에 따른 

위험이 뒤따르는 경우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

되는 유형이다. 

제 2 절 블랙마켓 기본 구조 및 대표 마켓 

1. 블랙마켓 종류

블랙마켓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비안 등 사업자별 다양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블

랙마켓이 손쉬운 업/다운로드 및 관리로 인해 가장 큰 성장률 및 파급력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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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비안 블랙베리
윈도우

폰
바다폰

대표적인 

블랙마켓

: 애플래닛

  (Applanet)

: 블랙마트알파

  (Blackmart

   Alpha)

: 지팬(GFAN)

: 앱토이드

  (Aptoide  

  혹은  

  APKTOR)

: 사이디아  

(Cydia)

: 인스톨러스

(Installous)

: 헬로옥스  

(HelloOX2)

없음 

(다만, 

크랙 및 

시리얼 

넘버로 

불법 설치 

가능)

없음 없음

[표 3-2] 플랫폼별 대표 블랙마켓 

2. 블랙마켓 기본 구조

  안드로이드 블랙마켓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형식으로 나

뉘지만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방식은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하

다. 대부분의 블랙마켓은 사용자 지불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

해주고 있으며, 일부 블랙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입 시 Donation이나 

지불 금액에 따라 다운로드 속도 등 약정에 따라 서비스에 차등을 준다. 

대표적으로 4Shared가 있으며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프리미엄 

등급을 얻게 되고 초고속 다운로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블랙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블랙마켓에 

직접 접속하거나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PC로 접속할 경우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기

타 커뮤니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웹사

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다운받을 경우 블랙마켓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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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이는 개발자에 전달되어 향후 블랙마켓 개선에 참조되기도 

한다. 다음은 블랙마켓의 설치 및 실행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3-1) 블랙마켓 기본 소비 구조

  블랙마켓 개발자는 블랙마켓을 개발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포럼에 업로드 한다. 또한 유출된 apk 파일을 자신이 개발한 블랙마켓에 

업로드 한다.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해 블

랙마켓이 점차 피라미드 형식으로 배포되고 개발자에게 피드백 된다.

  배포된 블랙마켓을 사용자는 PC 혹은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

하여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

료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한다.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함께 블랙마켓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과정을 거친 후, 위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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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블랙마켓 유통 규모 

1. 사용자 규모

o 블랙마켓 사용자 규모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사 Hexage의 David Peroutka는 자사

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복제가 날로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15],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Peroutka는 2009년 안드로이드용으로 출시된 대

표작 Radiant의 예를 들었다. 아래는 총 사용자와 정식 사용자, 불법 사

용자의 그래프이다.

(그림 3-2) Radiant 정식/불법 사용 유통량



- 20 -

  아시아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이 게임의 97%는 불법복제이다. 북미에

서는 43%이며, 유럽에서는 70%로 나타나고 있다.

  Radient는 $2.40의 슈팅 게임으로, Distimo에 따르면 2010년 7월 6번째

로 많이 팔린 안드로이드 게임이었다고 한다. 구글 몫을 제하고 Hexage

에게 들어온 부분은 2010년 8월 기준 대략 3만 달러 정도인데, Hexage게

임은 2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8천명만이 정품구매자이

다.

o 사용자 특성

  2009년 11월 (주)저작권보호연합의 불법파일 유포 원인 설문조사 결과, 

불법 파일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32.3%)

  -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4.7%)

  - 불법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14.3%)

  - 불법파일이 제휴파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10.6%)

  이와 같이 블랙마켓 사용자들은 공통된 특성이 있다. 

  - 애플리케이션에 돈을 지불하는 걸 아깝게 생각

  - 인터넷을 조금 검색하면 금방 다운로드 가능함을 인지

  -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걸 굳이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

  - 주변 사람들과의 동조로 인한 블랙마켓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그에 비해, 블랙마켓 사용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8].

  - 접근하기 쉽고, 조작하기도 쉬운 정상적인 마켓 활동을 선호

  - 블랙마켓을 소비함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 인지

  - 거래 과정에서의 파괴적 위험 인지 

  - 블랙마켓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의한 비선호

  - 불법적 물건을 소비하는 것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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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규모

o 국가별 전체 블랙마켓(마약, 도박, 밀수 등 포함) 추산 경제 규모 [9]

  아래는 마약, 도박,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불법 다운로드, 의류, 신발, 

기타 각종 밀수 등을 포함하는 블랙마켓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 자료이

다. 현재 블랙마켓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총 1.59조에 달하며, 국가별로 

산출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중국,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260억 원의 규모로 11위를 차지하고 있

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블랙마켓은 공식적으로 추산되는 마켓 말고도 

P2P 등의 형태로 점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많아, 그 경제적 규모를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 스마트폰의 블랙마켓 시장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측면에서 아래 표와는 달리, 국가별 순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며, 한국의 순위도 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 밀수, 마약, 도박 포함 전체 블랙마켓 경제 규모(기준 :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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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유형별 블랙마켓 경제 규모 [9] 

  국내 분야별로 블랙마켓이 형성된 규모는 다음 [표 3-3]과 같다. 소프

트웨어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다운로드의 경제 규모는 5억 7천 5백

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블랙마켓 유형 경제 규모

1 위조 자동차 부품 (Counterfeit Auto Parts) $200 Million

2 도서 불법 복제 (Book Piracy) $44 Million

3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 시장(Counterfeit Goods and 

Piracy Market)
$14.2 Billion

4 엑스터시 가격 (Ecstasy Price) $38 per tablet

5 필로폰 가격 (Meth Price) $705.4 per gram

6 영화 불법 복제 (Movie Piracy) $1000 Million

7 음악 불법 복제 (Music Piracy) $0.3 Million

8 매춘 (Prostitution) $12 Billion

9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Software Piracy) $575 Million

10 비디오 게임 불법 시장 (Video Game Piracy) $461.9 Million

[표 3-3] 국내 유형별 블랙마켓 규모 

o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 유통 규모 (안드로이드 중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과 웹 기

반에서 대표되는 블랙마켓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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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URL 유효여부 개수

Bazzar.com

http://atalanta1907.bazaarandroid.com/ ○ 267

http://antarido.bazaarandroid.com/ ○ 3,412

http://blackmarket.bazaarandroid.com/ ○ 6,777

http://apps.bazaarandroid.com/ ○ 1,153

http://vitoces.bazaarandroid.com/ ○ 430

http://afshar.bazaarandroid.com/ ○ 111

http://atalanta1907.bazaarandroid.com/ ○ 266

http://sxyman815.bazaarandroid.com/ ○ 71

http://fabio-teixeira.bazaarandroid.com/ ○ 17

http://bioblink.bazaarandroid.com/ ○ 8

http://gsmcool.bazaarandroid.com/ ○ 85

http://androidvinotinto.bazaarandroid.com/ ○ 39

http://shanty.bazaarandroid.com/ ○ 8

http://denizmisali.bazaarandroid.com/ ○ 4

http://freeserver.bazaarandroid.com/ ○ 36

http://bergerstrasse.bazaarandroid.com/ ○ 4

http://helder.bazaarandroid.com/ ○ 3

http://teerasak.bazaarandroid.com/ ○ 2

[표 3-5] Aptoide 서버 리스트 및 애플리케이션 개수

블랙마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서버-클라이언트 P2P 서버-클라이언트 P2P

Applanet
Blackmart 

Alpha
Aptoide

9개 사이트

[표 3-11]

2 개 사이트

[표 3-11]

개수(2011.05)
14,000개 
이상

13,582개
8,490개 
이상

516,439개 이상 266개 이상

개수(2011.10)
14,000개 
이상

17,203개
10,994개 
이상

697,206개 이상 0개

[표 3-4]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 유통 규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P2P 유형의 Aptoide의 경우 추가할 수 있는 

서버리스트를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리스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서버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오픈하기

도 한다. 다음 [표 3-5]는 Aptoide에서 사용가능한 서버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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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poman.bazaarandroid.com/ ○ 45

http://neiron.bazaarandroid.com/ ○ 41

http://megamaxy.bazaarandroid.com/ ○ 29

http://toaster.bazaarandroid.com/ ○ 1

http://shane.bazaarandroid.com/ ○ 1

http://macross.bazaarandroid.com/ ○ 1

http://yohanes.bazaarandroid.com/ ○ 28

http://brianscrivener.bazaarandroid.com/ ○ 19

http://carlo.bazaarandroid.com/ ○ 17

http://svrnmnd.bazaarandroid.com/ × -

http://nicvolk86.bazaarandroid.com/ ○ 19

http://elrincondelandroid.bazaarandroid.com/ × -

http://boston.bazaarandroid.com/ ○ 1

http://drjunior.bazaarandroid.com/ × -
http://loonycgb2.bazaarandroid.com/ ○ 15

http://ady.bazaarandroid.com/ ○ 23
http://sapo.bazaarandroid.com/ ○ 9

http://yan17.bazaarandroid.com/ × -
http://savou.bazaarandroid.com/ ○ 49

http://kwang-duck-ho.bazaarandroid.com/ ○ 11
http://aptoide-dev.bazaarandroid.com/ ○ 1

http://gpr.bazaarandroid.com/ ○ 12
http://fnagh-entertainment.bazaarandroid.com/ ○ 14

http://japwax.bazaarandroid.com/ ○ 13
http://blast.bazaarandroid.com/ ○ 34

그 외 

P2P 서버

http://android-es.com/repo/apk ○ 545

http://aptoide.com/repo ○ 10

http://aptoide.com/sapo ○ 9

http://market.nerman.ws ○ 1,523

http://repo.blackdroid.net × 1,037
http://server.uncabron.es/repo × 816

http://repo2.altMarket.mobi ○ 827
http://www.beyazkahraman.com/repo ○ 8

http://sorbaioli.org/repo ○ 24

   

  Bazzar.com은 P2P 형식의 블랙마켓 호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웹사이트에서 해킹된 애플리케이

션 파일을 구한 사용자라면 사이트 계정 등록 후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

하고 이를 다시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2월에 서버에 등록된 애

플리케이션 수가 급등하였으며 Blackmart Alpha의 등장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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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블랙마켓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1. 마켓별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o Applanet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현재 국내에서 유해사이트로 접속이 불가능 하며, 우회 접속 하는 형

태도 막혀있는 상태이다.

o Blackmart Alpha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Blackmart Alpha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은 공식 마켓과 유

사하며, 국내에서 다운로드가 어려운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고 있

다. Blackmart Alpha에서는 유통 애플리케이션을 게임과 비게임 애플리

케이션으로 구분하는데,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은 Books&Reference, 

Business, Tools 등 총 2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Acrcade&Action 등 총 5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분류방식은 공식 

마켓과 동일하지 않으며 자체적인 분류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News&Weather, Weather 등처럼 중복되는 유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2011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Blackmart Alpha에서 유통되는 전체 애

플리케이션의 개수는 17,203개이며, 그 중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이 13,201

건으로 76.7%,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4,002건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 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Tools의 유통 규모가 가장 크며 3,210건으

로 24.3%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Arcade&Action으로 전체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3-6]은 2011년 5월과 10월, Blackmart Alpha에서 유통되

는 애플리케이션의 규모를 카테고리 별로 비교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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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상/5월, 하/10월 기준)

Applications
All 

applications

9,968

(73.4%)

:5월 기준

Books&
Reference

220 News&
Magazines

154

366 243

Business
52 News&

Weather

227

88 221

Comics
68

Personalization
474

86 815

Communication
842

Photography
85

1,077 155

Demo
49

Productivity
779

0 997

Education
54

Reference
223

113 225

Entertainment
989

Shopping
138

1,261 188

Finance
211

Social
374

13,201

(76.7%)

:10월 기준

283 508

Health&Fitness
291

Sports
219

351 244

Libraries&Demo
54

Tools
2,455

94 3,210

Lifestyle
577

Transportation
36

685 68

Media&Video
276

Travel
262

463 276

Medical
29

Travel&Local
188

38 279

Multimedia
481

Weather
34

461 95

Music&Audio
137

292

Games All games

3,614

(24.6%)

:5월 기준

Arcade&Action
1,547

Casual
822

1,777 886

Brain&Puzzle
975

Racing
27

4,002

(23.3%)

:10월 기준

1,056 55

Cards&Casino
203

228

[표 3-6] Blackmart Alpha 애플리케이션 유통 유형별 규모 

 o GFan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일반 마켓과 동일하게 게임을 비롯한 건강, 교육, 교통, 금융, 날씨, 뉴

스, 위젯, 도구, 도서, 배경화면, 생활방식, 만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사진, 생산성, 쇼핑,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등 균등하게 애플리케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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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고 있다.

 o Aptoide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Aptoide는 P2P 형식의 사설 블랙마켓으로 서버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불안정하며, 서버에 따라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이 

다르고 변동이 크다. Aptoide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국내 유통이 

어려운 게임 애플리케이션 및 Tools 애플리케이션 등 유형이 매우 다양

하다.

  2011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Bazaar에서 유통되는 상위 5개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는 10,994개이다. 그 중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이 

5,339건으로 49%,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5,655건으로 51%를 차지한다.    

게임 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Tools의 유통 규모가 가장 크며 1,834건으

로 34.4%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Arcade&Action으로 전체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3-7]은 Aptoide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규모이다.  

Blackmart Alpha와 마찬가지로 위 수치는 2011년 5월 기준, 아래 수치는 

2011년 10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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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상/5월, 하/10월 기준)

Applications
All 

applications

2,483

(79.1%)

:5월 기준

Books&
References

0 News&
Magazines

0

8 5

Business
0 News&

Weather
55

4 71

Comics
7

Personalization
0

76 25

Communication
342

Photography
0

508 17

Demo
3

Productivity
256

1 791

Education
0

References
10

1 5

Entertainment
224

Shopping
19

756 69

Finance
16

Social
80

69 192

5,339

(48.5%)

:10월 기준

Health
21 Software 

Libraries

23

12 8

Health&Fitness
0

Sports
24

9 113

Libraries&Demo
0

Themes
162

0 201

Lifestyle
118

Tools
999

247 1,834

Media&Video
0

Transportation
0

16 0

Medical
0

Travel
44

0 48

Multimedia
180

Travel&Local
0

214 7

Music&Audio
0

Weather
0

22 10

Games All games

 655
(20.9%)

:5월 기준

Arcade&Action
391

Casual
79

4,030 331

Brain&Puzzle
163

Sports Games
0

977 6

5,655
(51.5%)

:10월 기준
Cards&Casino

22
Racing

0

331 5

[표 3-7] Aptoide 애플리케이션 유통 유형별 규모 

2. 상위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

 o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상위 애플리케이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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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블랙마켓 비게임 애플리케이션 유통 유형 순위

  블랙마켓의 유통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공통적으로 게임과 비게임으로 

나뉜다.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유형 조사에 

활용된 블랙마켓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블랙마켓 중 P2P 형태의 

Aptoide(Bazaar의 상위 5개 서버 atalanta1907, antarido, blackmarket, 

afshar, vitoces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와 서버-클라이언트 형태의 

Blackmart Alpha가 있다. 이들은 카테고리 유형 분류가 잘 되어 있어, 사

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접근하기 쉽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 (그림 3-4)는 Aptoide와 Blackmart Alpha에서 2011년 5월부터 10

월까지 유통되는 비게임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이다.

  비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유통 유형 중 유사한 성격의 Tools와 

Productivity가 1, 3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뒤이어서 유사한 성격의 

Entertainment, Communication, Multimedia가 2,4,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5)는 Aptoide와 Blackmart Alpha에서 유통되는 게임 애플리케

이션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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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블랙마켓 게임 애플리케이션 유형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은 

Acade & Action, Brain & Puzzle, Casual, Cards & Casino의 순이며 

Sports Games와 Racing의 유통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o 화이트마켓과 블랙마켓의 유형별 애플리케이션의 분포 비교 분석

  앞서 도출된 화이트마켓의 상위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블랙마켓에서의 

상위 애플리케이션 유형 중, 공통 요소 중심으로 각 분포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상적인 마켓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골고루 분포하는 반면, 블랙

마켓에서는 Game과 Utility, Productivity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포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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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화이트마켓 vs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 유형 분포

  블랙마켓의 실질적 활용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화이트마켓(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유료 애플리케이

션 중 상위 20개의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기준으로 블랙마켓에서의 유통 

여부를 분석하였다. 블랙마켓 비교군은 각 유형별로 애플리케이션 보유 

개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버-클라이언트 

유형의 블랙마켓으로 Applanet, Blackmart Alpha, GFAN을 선정하였으며, 

P2P 유형으로 Aptoide를 선정하였다. 웹사이트에서 서버-클라이언트 유

형의 블랙마켓으로는 맛폰을 선정하였으며, P2P 유형으로 배달넷을 선정

하였다.

  각 블랙마켓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고 있는 경

우 ○,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하여 유통하는 경우 ◇,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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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화이트마켓 인기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블랙마켓 유통 여부 분석

  블랙마켓의 유형별 공통요소를 도출한 결과 블랙마켓의 유형에 관계없

이 보유 애플리케이션의 개수가 많을수록 화이트 마켓에서 판매되는 유

료 애플리케이션의 유통 비율이 높다. 따라서 불법 유통되는 애플리케이

션의 개수는 마켓의 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o 유형별 상위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

 

  2011년 5월 기준 Blackmart alpha 내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상위 다운

로드 순위는 Angry Birds, Angry Birds Seasons, Mortal Kombat Ⅱ, 

Emulator ROMs, Can Knockdown 순으로 5개의 애플리케이션 모두 

Arcade&Action 유형에 속한다. 

  게임 외 애플리케이션의 상위 다운로드 순위는 ES File Explorer, 

Documents To Go 3.0 Main App, 3D Digital Weather Clock, GO SMS, 

Google Earth 순으로 각각 Tools, Travel&Local, Weather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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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블랙마켓 유통 구조

1. 블랙마켓 유통 방식 

  블랙마켓의 유통환경은 애플리케이션의 수집과 중계, 분배, 소비의 단

계를 거치는데,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블랙해커의 무단

복제,해킹,혹은 개발자스스로의 유출과정에서수집된다.수집된애플

리케이션은블랙마켓에서모바일애플리케이션과웹사이트를통해중계

되며,블랙마켓의애플리케이션은커뮤니티,블로그,카페,개별사용자
등의블랙 컨슈머를통해애플리케이션 및관련 정보가배포되고 이후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다. 

(그림 3-7) 블랙마켓 유통 경로

  블랙마켓 유형은 크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구분되며,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모이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통

해 배포된다. 간혹 합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는 공식 마켓을 통

해서도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

우이다. 블랙마켓이 유통되는 네트워크 환경은 크게 파일공유 사이트 등

의 커뮤니티(community), 블랙마켓에서 운영하는 블로그(blog),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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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카페(cafe), 소셜 네트워크(SNS) 등이 있다.

2. 정보 제공 방식 

  블랙마켓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웹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종

합적인 형태의 블랙마켓 등을 통해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사용자들

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본 결

과, 국내외를 대표하는 각종 포탈에서 관련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o 블로그(Blog)의 경우

  국내외 포탈 다섯 개의 블로그에서 블랙마켓을 예상할 수 있는 3개의 

샘플 키워드를 사용하였을 때 검색되는 블랙마켓의 정보유통 규모는 다

음 [표 3-9]와 같다. 각각의 키워드에 대하여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구글

과 국내 포탈 1위인 네이버에서의 정보 유통 건수가 다른 포탈과 비교하

여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안드로이드 무료다운이나 안드로이드 

APK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구글의 정보 검색 건수가 네이버에 비해 2

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포탈

(Portal)

샘플 검색 키워드

블랙마켓
안드로이드 
무료다운

안드로이드 APK

네이버 21,182 건 9,056건 4,191건
다음 10,335건 5,348건 3,189건
네이트 7,697건 1,829건 1,961건
파란 5,009건 913건 681건
구글 27,000건 48,500건 9,890건

[표 3-9] 블로그의 블랙마켓 관련 검색 분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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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카페(Cafe)의 경우

  상기 포탈에서 3개의 대표 키워드를 사용하였을 때 검색되는 블랙마켓

의 정보유통 규모는 다음 [표 3-10]과 같다. 대표 키워드와 연관된 카페

는 네이버가 17건, 다음 3건, 네이트 4건 이상으로 네이버의 카페 수가 

타 포탈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Portal 건수 카페명 URL

네이버 17건

블랙마켓공식카페 http://cafe.naver.com/dounloadmaster
ApktorCafe http://cafe.naver.com/apktor

어플 http://cafe.naver.com/dollfin
안드로이드 어플 http://cafe.naver.com/kki9842

안드로월드 http://cafe.naver.com/applanet
안드로이드폰의 종결자 모임 http://cafe.naver.com/marketandroid

Three App http://cafe.naver.com/suddfo
아이로이드 http://cafe.naver.com/iroid.cafe

안드로이드 공식 마켓  APK http://cafe.naver.com/androidapk
안드로이드 어플공유소 http://cafe.naver.com/apple0303

Android Market http://cafe.naver.com/freeapk
apk(안드로이드_어플_카페) http://cafe.naver.com/apksuper

안드로이드 APK http://cafe.naver.com/alltheapk
안드로이더스 http://cafe.naver.com/androiders

Identity 공식 1호 사용자 모임 http://cafe.naver.com/ktidentitytab/
어플 다운 공유소 http://cafe.naver.com/0404school/ 

스마트 홀릭스
http://cafe.naver.com/smartholics.cafe

http://www.smartholics.com/

다음 3건
갤럭시 탭 사용자 모임 http://cafe.daum.net/lovetab

스사모 까페 http://cafe.daum.net/vidiogame1
스마트폰&스마트패드사랑 http://cafe.daum.net/apple-android

네이트
6건 

이상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Andorid 
http://www.cyworld.com/kangrh10 

http://www.cyworld.com/kjw9956 
http://www.cyworld.com/zzangani 

갤럭시 사용자 모임
http://club.cyworld.com/ClubV1/Home.

cy/54202060

PNU-MIS11 
http://club.cyworld.com/ClubV1/Home.

cy/54686764

[표 3-10] 포탈에서의 블랙마켓 정보 제공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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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합적 형태의 블랙마켓 경우

  서비스 유형은 포럼, 애플리케이션 마켓, 파일 공유 서비스, 토렌트 등

으로 제공되고 있다.

  가격 형태는 무료, 혹은 유/무료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파일공유서

비스 형태에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다

운로드 속도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 제공 형태는 주로 최신, 인기순 혹은 직접 기입 방식이고, 대다수

의 서비스가 카테고리 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주로 게임 카테고

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한편, 일부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기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서

비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다음 [표 3-11]에서 대표적인 블랙마켓의 서비스 특징을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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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안드로이드 블랙마켓 세부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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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블랙마켓 불법적 변형 및 배포 방식

1. 블랙마켓의 변형 포인트

  블랙마켓 환경이 세팅됨으로 인한 imprimatur model의 변형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자(Provider)의 공급 측면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Customer)의 소비 측면, 양쪽에서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를 루팅 작업을 통해 변형시키고 손쉽

게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다운받았거나 스스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APK 파일로 변경하여 배포

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결제 방식이 무력화되고 악성코드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3-8) 블랙마켓의 Imprimatur model 변형 포인트

 

2. 소비 측면의 불법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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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 루팅(Rooting) 작업

o 루팅의 개념 정의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에 기반하고 있다. 리눅스 시스템은 루트(/, 

root)와 그 하위 디렉토리들로 구성되는데, 사용자가 루트에 접근하여 파

일을 수정하려면 슈퍼유저(super user)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로 슈퍼유저 권한을 획득할 수 있

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권한을 얻을 수 

없다.

  안드로이드에서 루팅(rooting)은 사용자가 이 슈퍼유저 권한을 획득하

여 루트 디렉토리 및 시스템에 대한 전권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주로 (워런티를 파기하지 않기 위해) bootloader를 해제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루팅 자체로는 단순히 슈퍼유저 권한(루트 권한)을 얻는 것뿐이기 때

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상의 변화나 성능 향상이 없다. 그러나 획득한 

슈퍼유저 권한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기

존에 변경할 수 없던 외형을 바꾸거나 편리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의 루팅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이는 SuperOneClick의 

개발자인 CLShortFuse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 1단계: shell root (슈퍼유저 권한을 얻었지만 /system 디렉토리의 수

정이 불가능한 상태) 

  - 2단계: temporary root (슈퍼유저 권한을 얻고 /system/bin/ 디렉토리

에 su가 설치되었지만 재부팅 시 권한이 상실되는 상태) 

  - 3단계: full root (슈퍼유저 권한을 얻고 /system/bin/ 디렉토리에 su가 

설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권한이 유지되는 상태)

  모바일 기기에서 슈퍼유저 권한이 노출되는 것이 불안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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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 애플리케이션은 루팅된 기기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졌

다. 이런 경우에는 shell root이나 temporary root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

분만 수정하고 다시 권한을 반환하면 된다[17].

o 루팅 방법 

  - Universal Androot (1.6.2 beta 5)

dadevelopers(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747598)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모든 기기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 아래 

[표3-12]는 Universal Androot 개발자가 표시한 지원기기와 비지원기기를 

정리한 것이다.

  기존의 cmd(명령 프롬프트)에서 ADB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DroidXRoot

를 이용한 원클릭 루팅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저들을 위해서 

Universal Androo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간단한 루팅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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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비 지원 기기

Google Nexus One (2.2)

Google G1 (1.6)

HTC Hero (2.1)

HTC Magic (1.5) (Select Do not 

install Superuser)

HTC Tatto (1.6)

Dell Streak (2.1)

Motorola Milestone (2.1)

Motorola XT701

Motorola ME511

Motorola Charm

Motorola Droid (2.01/2.1/2.2 with 

FRG01B)

Sony Ericsson X10 (1.6)

Sony Ericsson X10 Mini (1.6)

Sony Ericsson X10 Mini Pro (1.6)

Acer Liquid (2.1)

Acer beTouch E400 (2.1)

Samsung Galaxy Beam

Samsung Galaxy 5 (GT-i5500)

Vibo A688 (1.6)

Lenovo Lephone (1.6)

LG GT540 (1.6)

Gigabyte GSmart G1305

Google Nexus One (2.2 FRG33)

Samsung i9000 / i6500U / i7500 / 

i5700 (Galaxy Series)

Motorola ME600 / ME501 / MB300 / 

CLIQ XT

Motorola 2.2 FRG22D

Archos 5

HuaWei U8220

HTC Desire / Legend / Wildfire (soft 

root)

HTC EVO 4G / Aria

SonyEricsson X10i R2BA020

myTouch Slide

[표 3-12] Universal Androot 지원/비 지원 기기

  간이 루팅(소프트웨어 루팅)을 원하면 Universal Androot 1.6.2를 실행 

> Soft Root에 체크 > GO Root를 누른다. SuperUser Permission을 롬에 

넣으려면 체크빼고 Go Root를 누른다.

  루팅에 성공하면 Woot! Your device is rooted! 라는 메시지를 출력한

다. 이 후 루팅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여 안드로이드보이 해골이 나

올 때 Remember에 체크 후 Allow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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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서랍에서 Superuser Permission > Setting > Notification

에 체크 해제한다. 실행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drocap2와 같은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할 때 캡쳐 화면에 루팅 메세지를 출력하지 않게 해주는 옵

션이다.

  1.6.2 버전에서는 위젯도 지원하며, Universal Androot 애플리케이션은 

루팅을 제거할 때 외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지만 삭제해버리면 루팅도 풀

리게 된다[17].

  - SuperOneClick (1.9.1) [18]

  SuperOneClick의 최신 버젼은 1.9.1(2011년 5월 1일 기준)로, 무료로 배

포되고 있다. Universal Androot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형

태로 루팅을 진행하지만, SuperOneClick은 스마트폰과 PC를 USB로 연결

한 상태에서 PC로 루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Universal Androot와 마찬가지로 현재 xda-developers에서 배포되고 있

다. (http://forum.xda-developers.com/showthread.php?t=8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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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하고,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후 

SuperOneClick.exe 파일을 실행한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Root버튼을 누른다. (이때, PC와 스마트폰은 

USB로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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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를 실행하면, 아래쪽 창에 진행상황이 메시지로 나오게 된다. 이

후, 루팅이 진행되는 과정에 팝업이 2차례 뜨게 된다.

  Busybox가 설치되지 않으면, 설치를 묻는 창이 뜨는데, Busybox는 adb 

shell 이나 터미널 조작시 필요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루팅이 완료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루팅이 모두 완료되고, 언루팅

은 [Unroot]를 누르면 같은 형태로 진행 된다

나. 대표 블랙마켓 실행 및 설치 방식

  o Applanet 

  - 접속 및 실행방법

  Applanet은 공식마켓을 통해 유통되지 않으며, 안드로이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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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메인 화면
애플리케이션, 게임,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Applications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카테고리 화면이다.

및 카페에 .apk파일로 배포되고 있다. 다운로드 후 직접 안드로이드 폰

에서 설치 후 실행한다.

  -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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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목록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가 보이며, 업데이트 

여부와 별점이 표시된다.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기존 안드로이드 마켓과 동일하다.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나오는 상

세 정보에서 Install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기타 특징

  안드로이드 마켓과 유사하며 가장 대표적 블랙마켓으로 꼽히고 있다. 

Applanet 웹사이트는 사이버경찰청 필터에 불법정보 사이트로 등록되어 

국내 접속이 불가하다.

  약 9,000개 이상의 앱이 등록되어 있다. 일반 마켓처럼 접속하여 유/무

료 구분없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

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한다.

  사설 서버로 운영되어 접속 차단 빈도가 잦으며 차단 시 서버를 이전

한다.

  o Blackmart Alpha 

  

  - 접속 및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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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Blackmart Alpha 

Server 업데이트 

여부

Blackmart Alpha를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메인 화면
Applications, Games, My 

device로 구성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커뮤니티에 주로 .apk 파일로 배포되어 있어, 다운로드 후 

직접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 후 실행한다.

  -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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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Applications 탭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카테고리 화면이다.

애플리케이션 목록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가 보이며, 버전과 사이즈, 

별점,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기본적 정보만 

표시된다.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기존 안드로이드 마켓과 동일하며,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나오는 상

세 정보에서 Install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기타 특징

  Applanet과 유사하며 대표적 블랙마켓인 Applanet보다 많은 약 만개 

가량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

  2011년 3월에 등장하였으며, Applanet과 Aptoide의 중간 성격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Aptoide와 동일하게 일반 마켓처럼 접속하여 유/무료 구분없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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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되어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미 설치된 애플리

케이션들까지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베타버전으로 제공되어 이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Blackmart Alpha는 서비스 된지 얼마 되지 않아 Applanet 보다 안정성

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나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많고 UI가 기존 블랙마켓

과 유사하며 향후 대표적 블랙마켓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o 지팬(GFAN, 机锋市场 aMarket) 

  

  - 접속 및 실행방법 

  http://www.gfan.com/ 웹사이트를 통해 .apk파일 형태로 배포되고 있으

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래 QR코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다.

  -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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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알림 

화면

초기 실행시 업데이트 유/무에 

따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한다.

메인 화면

GFAN의 메인 화면으로

마켓, 커뮤니티, 검색, 

지불(선택불가), 클라우드, 

받은파일을 서비스 하고 있다.

기본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메뉴 

부분 한글화가 이루어진다.

마켓 카테고리

마켓의 화면으로 기본적인 UI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비슷하지만 

토픽 카테고리가 추가된 

모습으로, GFAN에서 토픽을 

부여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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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목록
카테고리 선택시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이다.

애플리케이션설명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정보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댓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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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화면

안드로이드 팝업창을 띄우면 

다운로드 상황을 알 수 있고, 

다운로드 완료 후 설치가 

가능하다.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기존 안드로이드 마켓과 동일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선택 후 다운

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다.

  - 기타 특징

  토픽으로 부여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팬 웹사이트와 연동해 커뮤니티와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

운로드 받은 파일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 기능이 있다. (다운로드 

목록, 재설치가 가능함)

  정식출시작의 표절격 애플리케이션이 많고, 실행시 멈추거나 실행 불

가한 경우가 있다.

  기본 언어를 중국어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사용자가 사용시 다소 어

려운 점이 있다. (2011년 5월 메뉴가 부분 한글화 되어 있음)

  서버-클라이언트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중국 측의 서버로 다소 느린

감이 있다.

  o Aptoide 

  

  - 접속 및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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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초기화면
aptoide를 실행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화면이다.

  http://www.aptoide.org/ 웹사이트에서 .apk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루팅 된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할 수 있다.

  QR코드(아래)로 제공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폰에서 바로 설치 및 실행

이 가능하다.

 

  -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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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목록 화면

aptoide 마켓에서 검색할 

서버(사설)의 목록 화면. 

사용자가 직접 추가할 수 있다.

Uninstalled

Uninstalled, Installed, Updates의 

세가지 탭으로 구성된다. 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인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인가로 구분이 되어 

있다.

화면은 설치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Installed

리스트와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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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표시된다.

상세보기 화면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하면 

상세보기 화면이 나오고 

인스톨을 누르면 간단히 

인스톨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크린샷이나 자세한 설명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설치하여 

사용해보고 사용자가 판단해야 

한다.

Search Market을 누르면 정식 

마켓으로 들어가 설명을 볼 수 

있다.

메뉴 버튼 화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로,

Update, Manage Rep, Search, 

SD Card, Setting, About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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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추가 화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두 번째 Manage Repo는 

서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셋팅 화면

셋팅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인기순위나 점수별로 리스트를 

바꿀 수 있다. 카테고리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기존 안드로이드 마켓과 동일하며,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나오는 상

세 정보에서 Install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기타 특징

  일반 마켓처럼 접속하여 유료/무료 구분 없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애

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까지 업

데이트 할 수 있다.

  PC의 P2P 같은 형태로 서버를 추가하면 그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애

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을 수 있다. 즉 서버종류를 많이 등록할수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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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초기화면

실행시 나오는 화면으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음. (웹페이지와 다르게 가입이 

필수임)

메뉴화면

로그인 후 메뉴 버튼 터치시 

나오게 되는 메뉴임.

검색, 새로고침, 새폴더, 업로드, 

다운로드 목록, 기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o 4shared 

  

  - 접속 및 실행방법 

  웹사이트는 http://www.4shared.com/로 스마트폰으로 접속시 자동으

로 모바일용 웹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안드로이드용 4shared 애플리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UI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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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 후 나오게 되는 화면으로, 

파일명과 확장자로 짐작하여야 

함.

파일 선택

내 계정에 추가 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 파일을 길게 터치한 

후 계정에 파일을 추가함.

다운로드 팝업창

다운로드 할 파일을 계정에 

추가시 메인화면에 추가한 

계정이 나옴.

선택하면 다운로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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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설치

다운로드 완료 후 애플리케이션 

설치 화면.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됨.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검색 결과에 나온 .apk 파일을 선택하여, 내 계정에 추가하고, 내 계정

에 가서 다운로드 후 설치한다.

  - 기타 특징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파일 공유 사이트로 프리미엄 회원으로 등록

시 혜택을 속도 증가와 웹하드를 지원하고, 제외하면 무료이다. 모바일 

웹페이지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하였

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파일을 공유하고 있다.

  .apk 파일로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이루어진다.

  파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파일명과 확장자로 판단해서 다

운로드 받아야한다.

3. 공급 측면의 불법적 변형

  o 공급자의 배포 유형

  블랙마켓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자 자신의 웹사이트, 블로그에 직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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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웹사이트를 이용한 배포 포럼, 커뮤니티를 이용한 배포

블랙마켓
Applanet, Aptoide, GFan, 

4shared, DROID appz.

Blackmart Alpha, Aptkor, 

Nduoa Market

[표 3-13]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방식에 따른 블랙마켓 분류

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발자 포럼과 커뮤니티를 이용해 배포하는 경우

가 있다.

  웹사이트와 개발자 포럼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들이 파일

을 블로그, 파일 공유 사이트, 커뮤니티 등으로 공유하는 피라미드 방식

의 유통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안드로이드 블랙마켓, 루팅,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련해 가장 유명한 

개발자 포럼으로 xdadevelopers(http://forum.xda-developers.com/)가 있다.

  o 대표 P2P 배포 방식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에 경우 블랙마켓 개발자에 의해서 서버가 관리

되지만, P2P 방식의 블랙마켓에서는 사설 서버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공

급하기 때문에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가 용이하다.

  P2P 방식의 블랙마켓 업로드로 Aptoide의 서버를 개설/관리 해주는 

Barzaar라는 마켓 사이트가 있다.

  - Barzaar 

  ·Barzaar 웹사이트 : http://www.bazaarandroid.com/

  Aptoide의 개발팀인 Caixa Magica Software Android team에 의해 운영

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P2P방식의 블랙마켓인 Aptoide에 서버를 무료

로 개설/관리하게 해주고 있다.

  사용자ID.bazaarandroid.com 형태의 서버 도메인을 부여해주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정보 입력을 제외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업로드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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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모드를 지원해 사용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고유 

개발 토큰(Dev Token)을 부여해서 공개 유포를 막는 등의 보호 작업을 

해주고 있다. 

  (그림 3-9) Bazaar의 개발 토큰 부여

  업로드 방법은 계정을 생성해 자동으로 서버를 만들어 웹사이트에 

Upload Application을 클릭한다. 

  APK 확장자를 가진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업로드하고,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업로드가 완료된다. (그림17)은 애플리케이션 업로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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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Bazaar의 애플리케이션 업로드 절차

  업로드 한 애플리케이션은 My Application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일별, 월별 그래프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업로드 가능/불

가)로 설정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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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Bazaar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메뉴

4. 참고 : 아이폰 블랙마켓 

  o 사전 탈옥 작업

  - 탈옥의 개념 정의

  탈옥은 애플이 막아놓은 감옥에서 사용자들이 탈출한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탈옥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제한해 놓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사전 작업  ex) 전화, 문자, 테마, 음악,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관

련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크랙판 설치 및 사용.

  - 탈옥의 장점

    ·테마를 커스터마이징함으로써 나만의 아이폰이라는 개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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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에서 제한한 기능 사용(전화번호 개별 삭제, 문자 보내기 기

능 확장 등)

    ·탈옥 전용 애플리케이션 마켓(Cydia)을 사용할 수 있다.

    ·유료애플리케이션 크랙판 마켓 사용 가능하다.

  - 탈옥의 단점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결제 불가능하다.

    ·고장시 A/S 불가 혹은 유상 A/S 악성 코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

  아이폰의 탈옥은 탈옥형태에 따라 반탈옥과 완탈옥으로 구분되며, 배

포되는 탈옥툴의 종류에 따라 해킹 방법이 다르다.

[표 3-1] 아이폰 탈옥 형태의 차이

반탈옥 완탈옥

부팅시
특정툴을 사용해 부팅해야만 탈

옥상태가 유지됨

별도의 툴 없이 부팅해도 

탈옥 상태 유지

사용시
반탈 혹은 완탈 아이폰의 사용성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킹 

방법에 따라 운영체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남

기타
애플에서 iOS를 업데이트 할때마다 일정 기간 후 반탈옥툴이 배

포되며, 반탈 배포 후 보완 과정을 거쳐 완탈옥툴이 배포됨.

  o 완탈옥 방법

  iOS 4.3.x는 반탈옥툴과 완탈옥툴이 배포된 상태이다.

  아이폰 관련 까페 내에서는 iH8sn0w의 sn0wbreeze를 사용한 탈옥방법

을 소개하고 있다. ( iOS 4.3.x 완탈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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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8sn0w의 sn0wbreeze를 이용한 완탈옥 순서

 sn0wbreeze를 이용한 완탈옥 방법은 ① 커스텀 펌웨어 제작과 ② 펌웨

어 설치로 나눠진다.

  

  - 준비사항  

    ·iTunes

    ·iPhone용 iOS 4.3.x 정식 펌웨어 

    ·sn0wbreeze 2.6.1 완탈옥툴 

(http://ih8sn0w.com/index.php/welcome.snow)

  ① 커스텀 펌웨어 제작

    ·정식 배포된 펌웨어의 특정부분을 수정하여 커스텀 펌웨어를 제작

하는 과정이다.

    ·탈옥툴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탈옥툴의 버전과 지원 펌웨어를 

확인 할 수 있다.

오른쪽 하단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한다.

    ·iPhone용 정식 펌웨어(확장자명:IPSW)를 드래그 또는 파일찾기 형

태로 툴에 추가하고, 오른쪽 하단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으로 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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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웨어의 식별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한데, 식별이 

되었다면, 오른쪽 하단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을 진행한다.

    ·탈옥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Expert Mode 모드를 선택 한 후 다

음 과정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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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별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셋팅 과정에선 설정한 것들

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셋팅과정은 생략하고 Build 

IPSW 과정으로 진입한다.

 

   ·일정시간 대기 후 커스텀 펌웨어 제작 완료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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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커스텀 펌웨어 설치

    ·커스텀 펌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선 iPhone의 DFU(Device Firmware 

Update) 모드로 진입해야 한다.

    ·아이폰 종료 후 ,아이폰의 홈버튼과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른다.

    ·아이폰의 홈버튼과 전원 버튼을 다시 10초간 누른 후 전원버튼에

서 손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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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U 모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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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를 실행하면 복원할 아이폰이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shift+복원 버튼을 클릭하면 펌웨어를 선택할수 있는 창이 뜬다. 여기서 

커스텀 펌웨어를 지정해준다.

    ·커스텀 펌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탈옥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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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마켓별 실행 및 설치 방법

  - Cydi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 Cydia 유통구조

  사용자는 해킹한 아이폰에서 cydia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데

스크탑 또는 cyida store를 이용하여 cydia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할 수 

있다. 유료 애플리케이션은 PayPal, amazonpaymenets를 통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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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메인 화면

간단한 운영자 정보와 개발자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

  cydia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발자는 cydia 애플리케이션 판매대금의 70%

를 지불받을 수 있으며,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접속 및 실행방법

  아이폰 탈옥과정 중 자동으로 설치된다. 탈옥 후 개발자가 제공한 

Cydia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 아이폰 화면의 

Cydia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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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Applications 탭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카테고리 화면.

일반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권한 

제어, 유틸용 에드온, 테마 

등등의 카테고리 제공

애플리케이션 

목록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 제공,

개발자 정보와 버전, 

애플리케이션 설명이 나와 있음

애플리케이션

설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설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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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설치화면

애플리케이션 설치 화면, 파일이 

설치되는 경로 및 설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음.

환경 설정

자신이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삭제 가능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이트 

리스트 추가 및 삭제 가능

저장 정보 확인 가능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Cydia 스토어 사용, 개발자가 제공한 라이브러리 직접 설치

  - 기타 특징

    ·Cydia에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공식적으론 사용 할 수 없다.

    ·주로 애플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나 거부 받은 애플리케이션들 취

급한다.

    ·애플에서 막아놓은 기능들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취급한다.

  o Installous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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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UI 구성 상세 설명

  - Installous4 유통구조

    ·사용자는 해킹한 아이폰에서 크랙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서 데스크탑 또는 Installous를 이용하여 크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할 

수 있다.

    ·Installous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크래커들은 크랙 애플리케이션 사이트에 크랙 애플리케이션을 제

공한다.

  - 접속 및 실행방법 

    ·Cydia를 이용하여 설치 가능 하다.

    ·Installous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용하여 설치 가능 하다.

    ·아이폰 화면의 Installous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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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운영 정보와 공지사항을 

제공한다.

카테고리

Browser 탭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카테고리 화면으로 

애플 애플리케이션 마켓과 

동일한 카테고리 목록 제공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설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설명 제공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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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_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_2

파일을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버와 연결해주고,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어 서비스로 

나눠진다. 일반 서비스는 

일정시간 대기 후 다운로드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_3

설치

다운로드 후 자동 설치 된다.

옵션 설정에 따라 설치 파일 

삭제,보관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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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Installous 애플리케이션 이용, 크랙 애플리케이션 복사 후 설치한

다.

  - 기타 특징

    ·APPStore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Cydia에서 다운 하여 설치한다.

    ·애플리케이션의 UPDATE 기능을 지원한다.

  - 크랙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들

    ·APPStore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데스크탑을 통해 다운 받은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폰으로 복사, 설

치 가능하다.

    ·APPTRACKR( http://apptrackr.org/troll.php )

 다양한 아이폰 크랙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IE를 지원하지 않는다.

 가장 큰 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중 하나이다.

    ·IAPPLICATIONS( http://iapplications.ru/ )

러시아 아이폰 크랙 애플리케이션 사이트, 영어지원, 깔끔한 인터페이스

를 보여준다.

    ·IDOWNLOADS (http://idownloads.ru/ )

러시아 아이폰 크랙 애플리케이션 사이트, 블로그와 같은 포스트 형식이

다.

    ·IGUI ( http://igui.ru/ )

중국 아이폰 크랙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로, 영어지원, APPTRACKR에서 

없는것도 서핑 가능하다.

    ·IPHONECAKE (http://iphonecake.com/appcak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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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이폰 크랙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로, 영어를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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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코드 서명 기법

제 1 절 스마트폰 플랫폼별 코드 서명 기법[5]

  심비안, 블랙베리,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 7 등으로 대표되는 스

마트폰 플랫폼 공급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실행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툴을 제공하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마켓에 공개

되기 전에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인증한다. 

또한, 각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해서 개발자를 위한 웹페이지 

및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웹 페이지에서는 개발자 가이드 문서들과 필

요한 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포럼에서는 개발자들이 경험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 방법으로서 코드 서명 기

법을 이용하고 있다. 각 플랫폼에서는 개발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

해 코드 서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최소한의 품질을 만족

한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특정 API의 사용권한 제어 혹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애플

리케이션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애플리

케이션이 만족해야 할 기준이나 코드 서명 기법은 애플리케이션이 기반

하고 있는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코드 서명 과정은 유사하다. 대부분

의 플랫폼에서는 개발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개발자의 개인키를 이

용하여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개발자는 인증서를 요청하고 발

급받게 된다. 이 인증서 발급 및 서명은 개발 단계와 배포 단계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거쳐 배포된다.

  1.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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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자: 배포용 인증서 요청 혹은 생성

  3. 개발자: 인증서 다운로드 및 설치

  4.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서명

  5.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등록

  6. 마켓: 애플리케이션 서명 검증

  7. 마켓: 애플리케이션 배포(게시)

  위에서 기술한 개발 및 배포 절차는 개략적인 절차로서, 각 플랫폼에

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르거나 

일부 단계가 지원되지 않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는 각 플랫폼 별로 코드 

서명을 위한 세부 단계와 지원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안드로이드(Android)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웹사이트에서 개발에 

필요한 안내와 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공하는 개발 툴로는 이

클립스(Eclipse)에서 플러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통합 환경인 

ADT(Android Development Tool)이다[20].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그 인증서를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

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자를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들 간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시스템은 설치 

시점에만 서명과 인증서 만료 날짜를 테스트한다. 사인된 애플리케이션

의 인증서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이후에 만료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키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 .apk 파일에 서명

하기 위해서Jarsigner와 같은 표준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개발 및 서명 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4-1)은 이

를 도식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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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에서 개발자를 등록하고 

(2)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으로서 자바 JDK, 이클립스, 그리고 ADT를 

설치한다. 

(3) JDK의 표준 툴인 keytool을 이용하여 공개키-개인키를 생성한다. 키

의 크기는 1,024비트가 기본이다. 키 생성 알고리즘으로는 DSA와 RSA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은 RSA이다(개발자 가이드에는 DSA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RSA가 기본으로 사용된다). 이 때 공개키에 대한 

X.509 v1 형식의 자가-서명 인증서(self-signed certificate)가 생성된다(따

라서  CA(Certificate Authority)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Keytool에서는 보호된 형식으로 개인키를 keystore라는 파일 안에 저

장한다. 각 개인키는 각 패스워드로 보호되며, keystore도 패스워드로 보

호된다. 

(5) 애플리케이션을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한다. 

(6) 릴리즈 모드로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인 .apk 파일에 개인키로 서명

한다. 이 때 JDK 표준 툴인 Jarsign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ADT에서는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의 서명을 지원한다. 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쉬 함수는 SHA1이다(개발자 가이드에는 RSA를 사용할 경우 MD5를 사

용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SHA1이 이용되고 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서명하고 나면 최종 APK 패키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zipalign 툴을 사용해야 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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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절차

2. iOS

  iOS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iOS 개발자 

센터에[39]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한다. 이미 아이튠즈나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다. 개발자 센터에서는 Xcode, 

iPhone Simulator, Instrument 및 Interface Builder와 같은 여러 가지 개

발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2]. 이 중 Xcode는 C, C++, Java 등을 지원하

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개발 환경(IDE)으로서 코드 서명에 관련된 작업도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 

  코드 서명은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 시에 다른 서명키를 사용하여 이루

어진다. 코드 서명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개발자 프로그램 포털 사이트에서 개발자를 등록한다. 

(2) 개발 PC의 Xcode에서 KeyChain Access 프로그램 이용하여 개발 서

명용 공개키-개인키 쌍 생성한다. 이 때 키의 크기는 2,048비트이며 알

고리즘은 RSA이다. 생성된 개인키는 KeyChain에 저장된다. 

(3) 이 서명키에 대한 인증서를 포털에 요청(업로드)한다(CSR: Certificate 

Signing Request). 

(4) 포털에 인증서가 발행되어 게시된다.

(5)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KeyChain에 저장한다. 이 인증서를 WW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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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Certificate라고 하며 신뢰된 인증서로서 개발자 인증서 서

명용이다. 

(6) 포털에서 개발에 사용할 장치를 등록하고 애플리케이션 식별자 애플

리케이션 ID를 생성한 후 DPP(Development Provisioning Profile)를 생성

한다. 여기에는 인증서, 애플리케이션 ID, 장치 등이 포함된다. 

  시뮬레이터나 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

트가 완료하면, 배포를 위한 별도의 코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개발을 위한 코드 서명 절차와 동일하다. 단, 배포용으로 별도의 

공개키-개인키 쌍을 새로 생성하여 인증서를 받고, 장치를 등록하지 않

으며 배포용 DPP를 생성해야 하고, 배포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

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용으로 컴파일하고 나면, .app 파일을 배

포용 서명키로 서명하여 마켓에 등록한다((그림 4-2) 참조)[23].

(그림 4-2) iOS 코드 서명 절차

3. 심비안(Symbian)

  심비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키아(Nokia)가 제공하는 

Nokia Qt SDK가 필요하다. 이러한 툴 및 가이드 문서가 심비안 개발자 

사이트를[3] 통해 제공되고 있다. 

  모든 설치파일 .SIS은 심비안 내에서 서명되어야 하는데, 심비안의 SW 

installer가 이를 점검한다. 심비안에서도 개발용 서명과 배포용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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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배포용 서명의 경우, 배포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사용권

(capability)에 따라 요구되는 서명의 레벨이 다르다. 사용권에는 단계별

로 사용자 사용권(user capabilities), 시스템 사용권(system capabilities), 

인증된 서명/배포자 ID(certified signed/publisher ID)와 장치 제조사 사용

권(Device manufacturer capabilities)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승인할 수 있는 기능(예: 사용자 데이터 접근)만을 사용한 경우, 자가 서

명(self-signed)만으로 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켓에서 이 프로그램은 

비신뢰 응용으로 취급되거나 벤더가 검증하지 않은 응용으로 취급된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민감한 시스템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System 

Capabilities) express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용이 개발

자에 의해 테스트된 경우이며 비신뢰 응용으로 간주된다. 심비안이 인증

한 서명(certified signed)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기능 뿐 아니라 심

비안이 서명한 계정과 배포자 ID(publisher ID)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인증

된 테스팅 하우스에서 테스트된 것을 의미한다. 비신뢰 응용인 경우에는 

장치에서 설치될 때 사용자에게 경고가 안내된다[24][25][26][27]. 심비안

이 인증한 서명을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에 “for Symbian OS” 

로고 사용권이 주어진다((그림 4-3) 참조)[28][29].



- 86 -

(그림 4-3) 심비안 사용권별 코드 서명

  인증된 서명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4-4) 참조). 

(1) 개발자는 TC Trust Center 등록하여 심비안이 서명한 계정을 얻고 

배포자 ID를 구입한다. 

(2) SignSIS 툴을 이용하여 배포자 ID를 가지고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한다. 

(3) 배포자 ID로 서명한 프로그램의 SIS 파일을 테스트 하우스(Test 

House)에 제출한다. 

(4) 테스트 하우스는 제출한 애플리케이션이 테스트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이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이 만족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 조건

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5) 테스트에 통과하면 심비안이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한다[30][31].



- 87 -

(그림 4-4) 심비안 코드 서명 절차

4. 블랙베리(BlackBerry)

  블랙베리 플랫폼에서의 개발자를 위한 웹사이트에서[32] 개발툴과 문

서 다운로드가 지원되고 개발자 포럼이 운영된다. 블랙베리 기반의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툴로는 프로그램 통합 개발 툴인 이클립스

(Eclipse)용 자바 플러그인 (JDE: Java Development)과 시뮬레이터를 제

공한다. 블랙베리 개발 회사인 RIM은 보안과 수출 제어를 위해 주요 API

들의 사용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관리 대상으로는 런타임 API, 블랙

베리 응용 API와 블랙베리 암호 API들이다. 만약 개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API나 메소드들을 사용할 경우, 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로드

되기 전에 RIM이 제공한 서명키로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되

는 암호학적 클래스는 Certicom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15]. 

  안전한 코드 서명을 위한 툴로서는 SAT(Signing Authority Tools)를 제

공한다. 이를 통하여 개발자들의 공개키-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개발자

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코드 서명 요청을 평가하고 허가한다. 

API 개발자들의 공개키는 .key 파일로 개발자에게 전송되고, 개인키는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SAT 안에 저장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 

.key 파일을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젝트에 추가한다. 이 서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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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API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애플리케이

션이 실행될 때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

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에 대한 서명을 얻는 절차는 다음

과 같다. 개발자는 SAT의 구성 요소인 ST(Signing Tool)을 이용하여 다음

의 절차를 거친다.

 

(1) SAT에 등록한다.

(2) 공개키-개인키 쌍을 생성한다. 

(3) 이 때 개발자가 적용할 수 있는 서명에 대한 정보 파일인 .csi가 생

성된다. 

(4) 개발자가 ST를 이용하여 SAT에게 RIM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API 사

용을 위한 서명을 요청하면 하면 ST는 .csi를 검증한다.

(5) SAT에 서명을 요청한다. 이 요청에는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해쉬값과 개발자의 식별자가 포함되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요청은 개발자의 개인키로 서명되어 전송된다. 

(6) 요청을 수신한 SAT는 개발자의 서명 등을 검증한다.

(7) 해쉬 적용 후 서명을 생성하여 ST에게 전송한다. 

(8) ST는 수신한 서명을 원본 .cod 파일에 첨부한다. 

(9) 개발자는 .cod 파일을 장치에 업로드한다. 

(10) 장치의 VM은 API 라이브러리에 대해 요구되는 서명이 존재하는지 

검증한다.

  이러한 코드 서명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일 뿐, RIM은 개발자의 API 

사용을 승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5. 윈도우 폰 7(Windows Phon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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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폰 7 개발자를 위한 사이트로서 애플리케이션 Hub가[33] 운영

된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개발자는 등록하고 개발 툴을 다운로드하며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한다. 여기서 개발자들은 Visual Studio 통합 

개발 환경 툴이나 윈도우 폰 시뮬레이터를 포함하는 툴인 RTW를[34] 제

공받을 수 있다((그림 4-5) 참조)[35]. 

(그림 4-5) 윈도우 폰 7 애플리케이션 개발 라이프사이클

  제출된 애플리케이션은 검증되고 서명되어야만 장치에서 수행될 수 있

다. 애플리케이션에 서명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개발자 포털에서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2) 개발한 .xap 파일을 업로드한다

(3) .xap 파일 검증이 이루어진다. 

(4) .xap 파일를 repack한다.

(5) 메타데이터를 추가한다. 

(6) 인증서 테스트를 위해 장치에 repacked xap을 설치하여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테스트한다. 

(7) 테스트를 통과하면 repacked xap 파일들에 서명한다((그림 4-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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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37].

(그림 4-6) 윈도우 폰 7 코드 서명 절차

  .xap 파일 검증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신뢰성, 성능, 자원 관리, 

기능,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37]. 애플리케이션이 인증 

테스트에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응용에 베리사인(VeriSign) 인증서를 이용

한 코드 서명이 생성된다[19]].

제 2 절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기법

  제 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OS 등에서는 엄격한 서명 방식을 채택

하고 있으며, 마켓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

이드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자가-서명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

의 추적이 어렵고 부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기법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마켓별로 정책

에 따라 별도의 서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대

표적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채택한 코드 서명 체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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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마켓 별 코드 서명 기법

가. 안드로이드 마켓[38]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본 서명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즉, 자바 서명 툴인 jarsigner를 이용하거나 이클립스 서명 마법

사를 이용한 개발자의 자가-인증 서명(자가-서명 인증서 사용)을 이용한

다.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마켓에 업로드하면, 마켓에서는 업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이 마켓의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 후 곧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다. 이 자가-인증 서명은 개발자의 신원을 확인하

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애플리케이션간의 데이터 공유 및 

버전 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림 4-7)은 테스트용으로 개발

한 애플리케이션을 마켓에 업로드한 후,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애

플리케이션의 인증서이다. 업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인증서, 서명과 비교

한 결과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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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받은 애플리케이션의 인증서 

나. 올레(Olleh) 마켓

  올레 마켓에서는 마켓이 자체적으로 개발자별 개인키/공개키 쌍을 생

성하여 저장하고 관리한다. 개발자가 자바의 jarsigner나 이클립스 서명 

마법사를 이용하여 자가-인증 서명을 한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면, 마

켓의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 후 개발자의 자가-인증 서명을 제거하

고 마켓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키로 다시 서명하여 업로드한다. 서명에 

사용된 개인키는 개발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마켓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

서 올레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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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개발자가 개발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을 다른 마켓에 업로드하더라도, 이들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된 두 애플

리케이션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그림 4-8)~(그림 4-10)은 올레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

의 서명 파일“kt_cert.rsa”에 포함된 인증서이다. 이 파일에는 3개의 인

증서 체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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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올레 마켓 인증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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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올레 마켓 인증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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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올레 마켓 인증서 3/3

다. T-스토어



- 97 -

  기본 안드로이드 서명 체계를 따르고 있다. 즉, 개발자가 자가-서명한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 하면, 마켓에서는 정책 준수 여부만 검사한 후 

그대로 마켓에 공개한다. (그림 4-11)은 T-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은 애플

리케이션의 서명 파일 “cert.rsa”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이다. 개발자

의 자가-인증 키에 대한 인증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T-스토어 인증서

라. OZ-스토어

  기본 안드로이드 서명 체계를 따르고 있다. 즉, 개발자가 자가-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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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 하면, 마켓에서는 정책 준수 여부만 검사한 후 

그대로 마켓에 공개한다. (그림 4-12)는 OZ-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서명 파일 “cert.rsa”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이다. 개

발자의 자가-인증 키에 대한 인증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OZ-스토어 인증서

2.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

  안드로이드 마켓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검증 절차 없이 애플리

케이션을 게시하고 있으며, 자가-서명 인증서를 통해서는 개발자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커는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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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명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해커의 서명키로 

서명하여 리패키징(repackaging) 한 후 안드로이드 마켓에 유포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앱이 유통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악성 앱으로는 2010년 8월에 발생하였던 

Trojan-SMS.AndroidOS[39], 2010년 12월에 발생한 Geinimi[40], 2011년 3

월 Android/Spyware.PJApps.a[41] 등이 있다. Trojan-SMS.AndroidOS는 최

초의 트로이목마형(Trojan) 안드로이드 악성코드(malware)로서 동영상 플

레이어인 “Movie Player”로 위장하여 SMS을 전송하고 과금을 유발하

는 악성행위를 하였다. Android/Spyware.PJApps.와 Geinimi 는 유명 게임

으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C&C 서버로 전송하고, SMS 발송, 

전화발신 등의 추가적인 명령 수행하는 등의 악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트로이목마형 악성코드들은 계속해서 다른 유명 앱으로 위장되

어  유포되기 때문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트로이

목마형 악성코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개발자의 신원과 애플리

케이션을 게시한(유통시킨) 마켓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자가-

서명의 취약점을 개선한 코드서명 체계가 필요하다.

3. 안드로이드 폰 코드 서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안드로이드 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성장 추세로 보 향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2010년 

이미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 안

드로이드에서는 마켓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PC를 통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실

행될 수 있으며, 마켓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

션을 쉽게 다른 스마트폰으로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전 관리 등의 

관리 목적 외에서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위해서는 개발자 및 코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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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검증 절차로서는 코드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드 서명

에 사용되는 키는 개발자가 자가-인증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악성 프로그램 유포 추적이 어렵다. 코드 서

명은 개발용과 배포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발용 서명키는 키의 alias와 

패스워드 및 주체의 이름 등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서 개발 기간 동안 개

발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누구나 다른 개발자

의 개발자용 키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켓에서는 배포용 

키를 새로 생성하여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 사항

일 뿐, 이에 대한 마켓의 어떠한 제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2 절 “1. 국내 마켓별 코드 서명 기법” 참조). 즉, 개발용 서명키로 

서명한 애플리케이션도 마켓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스마트폰에 다

운로드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올레마켓에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마켓에서 개

발자마다 키를 생성하여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하

고 있다(제 2 절 “1. 국내 마켓별 코드 서명 기법” 참조. 그러나 올레 

마켓에서도 개발자는 일단 자가-인증 서명을 하여 업로드하도록 한 후, 

마켓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당 개발자의 서명키로 서명을 수행하여 마켓

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업로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른 마켓과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의 키를 개발자가 아니라 마켓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개발자의 서명은 제거

되어 있고 최종 서명자는 개발자가 아니라 마켓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

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개발자의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도 다른 마켓에서 다운로드하게 되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자가-인증 서명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개발자 인증이 불가능하다.

  o 코드 서명에 대한 마켓의 관리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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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켓 별도의 코드 서명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동일 애플리케이션 인

식이 불가능하다.

  o 마켓에서 개발자 키를 관리하는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 3 절  코드 서명 요구사항

1. 제약 사항

  안드로이드 폰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작되고 있고, 애플

리케이션도 여러 나라의 많은 마켓에서 배포되고 있다. 각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제조사의 정책과 서명 절

차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정책에 위배되는 새로운 서명 구조나 

절차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 마켓의 경우, 새로

운 서명 체계의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서명 체계를 준수하고 국내 마켓에 적용

될 수 있는 서명 체계를 개발해야 실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코드 

서명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는 코드 서명이 만족해야할 요

구사항을 살펴본다.

2. 코드 서명의 요구사항

  Markets과 developers 그리고 users 측면에서 안드로이드 정책을 위배

하지 않으면서 코드 서명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o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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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자 검증

    - 동일 개발자 인식

    - 개발자의 프로그램 작성 부인 방지

    - 안드로이드 및 마켓 정책 준수 확인

  o 개발자

    - 마켓들의 일관된 개발 및 배포 과정

    - 배포 과정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무결성 확인

    - 위조된 서명으로부터 개발자 보호

    - 마켓의 프로그램 위변조 부인 방지

    - 하나의 서명된 앱을 여러 마켓에 복수 게시

  o 사용자

    - 개발자 검증

    - 유통 마켓 확인

    - 배포 과정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무결성 확인

 

  o 호환성

    - 현재의 ADT나 JDK를 이용한 구현

    - 기존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한 배포

    - 기존 안드로이드 폰에서 서명 검증

제 4 절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분석

  기본 안드로이드 마켓과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코드 

서명 체계를 설계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는 ADT가 기반하고 있는 자바

의 서명 관련 툴들을 포함하여 안드로이드 서명 체계를 상세히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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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2008년 버전 1.0으로 처음 출시되었고, 계속적으

로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버전 3.0까지 

출시된 상태이다. 각 버전의 발표시기와 주요 특징은 [표 4-1]과 같다. 

그러나 코드 서명 측면에서는 버전에 따른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버전 발표 시기 특    징

1.0 2008.09 첫 버전

1.1 2009.02 마키 지원, 뷰의 패딩 개선

1.5 2009.04
AVD 지원, 홈스크린 위젯, 비디오 레코딩, 음성인식,

NDK(C/C++)

1.6 2009.09 다양한 해상도, TTS, 제스처, 퀵서치박스

2.0 2008.09
Exchange 지원, 다중 계정, Email 통합, 블루투스, 

구글맵 네이게이션

2.1 2009.02 애니메이션 월페이퍼, 버그 수정

2.2 2009.04

팁위젯, 애플리케이션 런처 개선, 외장메모리 애플리케이션 

지원, 

플래쉬 10.1 지원, 테더링&와이파이 핫스팟

2.3 2010.12
UX(User eXperience) 개선 및 통합, 

고급형 스마트 OS(고사양 Device 탐재)

3.0 2011.02
멀티코어 프로세서 지원, 2D 및 3D 그래픽 출력 지원, 

태블릿 기기 최적화

3.1 2011. 고해상도 지원, 플래시 지원, UX 개선, 3D 그래픽 지원

[표 4-1]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42]

2. 서명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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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

(eclipse) 플러그인 개발 툴로서 ADT(Android Development Kit)을 지원한

다. ADK는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애플

리케이션 서명에 사용되는 툴로는 keytool, jarsigner, zipalign이 있다. 이

들의 기능을 요약하면 (그림 4-13)과 같다. keytool은 이용하여 개인키/공

개키 및 인증서를 생성하여 keystore에 저장하고, jarsigner는 생성된 키

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한다. zipalign는 서명된 파일의 실행 

성능 향상을 위해 align한다.

(그림 4-13) 서명과 관련된 자바와 안드로이드 툴

가. keytool과 keystore[43][44]

  keytool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키 관리 유틸리티로서 안드로이드 애플

리케이션 서명에도 사용된다. 이를 통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자가-

인증(self-certified)에 사용될 공개키/개인키 쌍과 연관된 인증서를 관리

할 수 있게 해준다. 

  keytool은 keystore라고 불리는 파일에 키와 인증서를 저장하는데, 패

스워드로 개인키를 보호한다. 이곳에 저장된 키와 인증서는 다음에 설명

될 jarsigner라는 또 다른 유틸리티에 의해 사용된다. keytool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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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 절에서는 몇 가지 옵션들을 통해 주요 기능을 

기술한다.

 

o Keystore

  - keystore 엔트리

  keystore는 두 종류의 엔트리, 즉 키와 인증서를 저장한다. 키 엔트리

는 개인키를 보호된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대응되는 공개키 인증서

와 연관된다. 각 인증서 엔트리는 하나의 공개키 인증서를 포함한다. 

keystore에 대한 패스워드와 별도로 각 키 엔트리에 대한 패스워드로 보

호할 수 있다.

  - keystore alias

  keystore의 엔트리는 유일한 alias를 통해 사용되는데, 이 alias는 키 생

성시 키와 인증서에 부여된다. 

  - keystore 저장 위치

  keystore 옵션을 통해 이름과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 옵션을 사

용하지 않으면 저장위치가 디폴트로 지정된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경

우 디폴트로 사용자 폴더 아래 .keystore로 저장된다.

  - Keystore 생성

  “-genkey”옵션을 통해 생성하거나 데이터를 추가한다.

  - 지원 알고리즘과 키 길이

  “-keyalg”옵션을 통해 키 생성 알고리즘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옵션

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 키 생성 알고리즘은 “DSA”이다. DSA

로 키가 생성되었을 경우, jarsigner에서 사용될 서명 알고리즘은 

“SHA1withDSA”이다. 만약 키 생성 알고리즘을 “RSA”로 설정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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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명 알고리즘은 "MD5withRSA”이 된다. 그러나 실제 테스트해 본 

결과, RSA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쉬 알고리즘으로 SHA1을 사용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DSA를 사용할 경우, 키의 비트 길이는 512~1024 사이

의 64 배수 길이를 가진다. 기본 키 길이는 1024비트이다.

  - 인증서

  X.509 인증서 규격을 사용하고 개체 식별을 위해 X.500 식별명

(distinguished name)을 사용한다. 인증서는 이진 코드보다는 “RFC 1421 

Certificate Encoding Standard”에 따라 base 64 코드를 사용하여 저장된

다.

o Keytool

  - 주요 옵션

  keytool의 주요 옵션과 기정치는 [표 4-2]와 같다. 각 옵션과 함께 사

용하는 다른 옵션은 각 기능 설명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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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션 용  도 기정치

-genkey 키 생성 -

-keystore keystore 지정 .keystore

-alias 키의 alias 지정 mykey

-keysize 키 길이 지정 1024

-validity 유효기간. 일수 90

-keyalg
키 생성 알고리즘, "DSA"이거나 

”RSA"
DSA

-dname alias와 연관된 식별명 -

-printcert 인증서 출력 -

-provider 암호학적 서비스 제공자

"android" 이거나 

“Sun Microsystem"

(jarsigner와 eclipse 

wizard 절 참조)

[표 4-2] keytool 옵션 및 기정치

  - 사용 예

    ·키 생성: 생성할 키를 저장할 keystore를 지정할 수 있다. 

keystore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된다. “-keypass”는 키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옵션이나, 입력 시 화면에 패스워드가 표시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하도록 프롬

프트가 출력된다. 키 생성과 함께 인증서 생성을 위해 인증서의 소유자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그림 4-14) 참조).

> keytool -genkey {-alias alias} {-keyalg keyalg} {-keysize keysize} 

[-dname dname] [-keypass keypass] {-validity valDays} {-keystore 

keystore} 

> keytool -genkey -alias rsa31 -keyalg RSA -keysize 512 -validity 

11000 -keystore RSA.key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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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키 생성 예

    ·키 정보 출력: keystore에 저장된 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alias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keystore에 저장된 모든 키를 출력한다

((그림 4-15), (그림 4-16) 참조).

> keytool -list {-alias alias} {-keystore keystore}

> keytool -list -alias rsa31 -keystore RSA.keystore

> keytool -list -keystore RSA.keystore

(그림 4-15) 특정 키 정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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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keystore의 모든 키 정보 출력

    ·인증서 출력: keytool을 사용하여 생성한 키를 이용하여 jarsigner

로 애플리케이션에 서명을 하면 서명 파일이 생성된다. 이 서명 파일명

은 사용한 키의 alias와 같으며(단, eclipse wizard를 이용할 경우의 파일

명은 CERT이다), 확장자는 서명 알고리즘에 따라 .RSA나 .DSA가 된다. 

(그림 4-17)은 키 rsa31을 이용하여 HA1_US.apk 파일에 서명하고, 생성

된 서명 파일 RSA31.RSA의 내용을 출력한 예이다. 서명 파일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 절(jarsigner, eclipse wizard)들을 참고하라.

> keytool -printcert {-file cert_file}

> keytool -printcert –file RSA31.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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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인증서 출력

나. jarsigner[45][46]

  jarsigner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툴로서, 자바 아카이브 파일(archive 

file, .JAR) 파일에 서명하거나 서명된 파일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아

카이브 파일은 확장자 이름만 다를 뿐 일반 압축 파일(.zip)과 동일하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apk라는 확장자를 가지며, jarsigner는 이 파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동작한다. 

  o 지원 알고리즘

  “-sigalg”옵션을 통해 서명 알고리즘을 지정할 수 있다. 서명 알고리

즘은 “MD5withRSA”이거나 “SHA1withDSA”이다. 그러나 사실상 서명 

알고리즘은 사용되는 키의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keytool에서 키 생성시 “-keyalg”를 사용하지 않거나 DSA를 사용한 경

우에, 서명 알고리즘을 지정하지 않거나 “SHA1withDSA”를 사용한 경

우에는 원본 파일을 SHA1으로 해쉬한 후 DSA 알고리즘으로 서명한다. 

키 생성시 키 생성 알고리즘을 RSA를 사용하면 원본 파일을 MD5로 해

쉬한 후 RSA 알고리즘으로 서명한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든 해쉬 알고리즘으로는 SHA1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키 생성시 사용한 알고리즘과 서명 알고리즘이 일치하지 않을 경

우,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림 4-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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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키 생성 알고리즘과 서명 알고리즘

  o 주요 옵션

  jarsigner의 주요 옵션은 [표 4-3]과 같다. 

옵 션 용  도 기정치

-verbose 서명 생성/검증 내용을 상세하게 출력 -

-keystore
서명에 사용될/된 키가 저장된 

keystore
.keystore

-sigalg
사용할 서명 알고리즘

“SHA1withDSA" 혹은 "MD5withRSA"

키 생성 알고리즘에 

따름

-signedjar 서명된 파일명 원본 파일명과 동일

-verify 서명 검증 -

[표 4-3] keytool 옵션 및 기정치

  o 사용 예

  - 서명 생성: 서명에 사용될 키가 저장된 keystore를 지정할 수 있다.  

“-storepass”는 keystore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옵션이나, 입력 

시 화면에 패스워드가 표시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출력된다((그림 4-19) 참조). 서

명 결과, 원본 압축 파일 안에 META-INF 폴더가 생성된다. META-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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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안에는 MANIFEST.MF와 .SF, .RSA 혹은 .DSA 파일이 생성된다. 상

세한 구조는 다음 “3. 안드로이드 서명 구조”를 참조하라.

> jarsigner {-sigalg sigalg} [-storepass storepass]{-keystore keystore} 

{signedjar signedFile} unsignedFile  keyAlias

> jarsigner -sigalg MD5withRSA -keystore RSA.keystore -signedjar 

RSA.apk US.apk rsa31

(그림 4-19) RSA로 서명

  - 서명 검증: jar(혹은 apk) 파일의 서명이 올바른지 검증한다. 

keystore를 옵션에서 지정할 경우, 서명에 사용된 키가 해당 keystore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표시해 준다((그림 4-20) 참조).

> jarsigner -verify {-verbose} {-keystore keystore} signedFile 

> jarsigner -verify -verbose -keystore RSA.keystore RSA.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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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서명 검증

  o 실험 요약

  이상에서 실험한 결과를 요약한 결과, keytool을 이용하여 생성한 키와 

jarsigner를 통한 서명간의 관계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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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모드
생성 

방법 키생성/

서명 

알고리즘

특  징 결과
개

발

배

포

마법

사
수동

HA1_US 서명 안된 파일 설치 불가

HA1_DBG ∨ 개발용 서명
.RSA, 

실행 가능

HA1_WIZARD ∨ ∨ 마법사로 키생성, 서명
.RSA, 

실행 가능
HA1_DEF1-

WIZARD
∨ def1 마법사로 배포용 서명 .DSA

HA1_DEF1-DEF ∨ ∨
def1/

기정치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같음
.DSA

HA1_DSA1-DSA ∨ ∨
dsa1/

DSA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같음
.DSA

HA1_RSA1-RSA ∨ ∨
rsa1/

RSA

키와 서명알고리즘이 같

음
.RSA

HA1_DEF1-RSA ∨ ∨
def1/

RSA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다름
서명 불가

HA1_DEF1-DSA ∨ ∨
def1/

DSA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다름
OK

HA1_DSA1_DEF ∨ ∨
dsa1/

기정치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다름
OK

HA1_DSA1-RSA ∨ ∨
dsa1/

RSA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다름
서명 불가

HA1_RSA1-DEF ∨ ∨
rsa1/

기정치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다름
OK

HA1_RSA1-DSA ∨ ∨
rsa1/

DSA

키와 서명 알고리즘이 

다름
서명 불가

HA1_DEF2-DEF ∨ ∨
def2/

기정치
만료 테스트용(5/1~5/4)

HA1_RSA2-RSA ∨ ∨
dsa3/

DSA
만료 테스트용(5/1~6/30)

HA1_DEF2-DEF ∨ ∨
def2/

기정치
만료 테스트용 실행 가능

[표 4-4] 키 생성 알고리즘과 서명 알고리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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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zipalign

  zipalign은 압축된 파일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얼라인을 수행하는 툴

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zipalign inFIle outFile

> zipalign RSA.apk RSA_ALGN.apk

라. openssl[47]

  openssl은 자바에서 제공하거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서명에 사용

되는 툴은 아니지만, 생성된 인증서 파일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툴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툴

은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3.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구조

  ADK는 코드 서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JDK의 keytool과 jarsigner 및 

zipalign을 사용한다. 디버그(debug)용 서명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파

일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디버그용 서명에 사용되는 키의 

속성은 [표 4-5]와 같다. 이 값은 공개된 값이므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

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새로운 키를 생성하여 릴리즈(release)용

으로 서명을 생성해야 한다. 공개용 서명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클립스의 

서명 생성 마법사(wizard)를 이용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단, 배포를 위한 서명에 사용되는 키는 적어도 유효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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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keystore 이름 debug.keystore

keystore 패스워드 android

key alias androiddebugkey

key 패스워드 android

인증서 필드 CN=Android Debug, O=Android, C=US

[표 4-5] 디버그용 서명에 사용되는 키 속성

가. 이클립스 마법사를 이용한 서명

  이클립스에 ADT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그림 4-21)과 

같은 파일 구조를 가진다. 이들 중 주요 파일의 용도는 [표 4-6]과 같다.

(그림 4-21) 이클립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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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위  치 용  도

*.java
ProjectName/src/packageNa

me/

앱의 동작을 기술한 자바 

소스

R.java
ProjectName/gen/packageN

ame/ 
리소스 정의

main.xml ProjectName/res/layout/ 이미지, 사운드, XML 등 

앱의 디자인에 사용되는 UIstring.xml ProjectName/res/values/

AndroidManife

st.xml
ProjectName/res/

애플리케이션의 외부 요소 

와 버전 등 애플리케이션의 

속성 관리

[표 4-6]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파일

  마법사를 이용하면, keytool과 key의 생성과 서명 및 align까지 수행해

준다. 이클립스 마법사 사용을 위해서는 (그림 4-21)에서와 같이 

AndroidManifest.xml에서 “Use the Export Wizard to export and sign an 

APK”를 클릭한다. (그림 4-22)는 RSA.keystore에 저장되어 있는 rsa31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명된 파일은 RSA_WRD.apk으로 

저장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keystore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그림 4-22) (b)에서 ”Create new keystore”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새

로운 키를 생성하려면 (그림 4-22) (c)에서 “Create new key”를 선택

하면 된다. (그림 4-23)은 새로운 키를 생성하는 화면이다. 이 경우, 키의 

생성 알고리즘을 입력하지 않는데, JDK의 keytool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해쉬 알고리즘은 SHA1가 사용되고 서명 알고리즘으로는 RSA가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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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마법사를 이용한 서명

(그림 4-23) 마법사를 이용한 새로운 키 생성

나. 수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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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으로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을 생성한 후, keytool과 jarsigner 및 zipalign을 이용하여 서명을 생성해

야 한다. 서명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AndroidManifest.xml에서 “Export an unsigned APK and sign it 

manually"를 클릭하고, (그림 4-24)에서와 같이 서명되지 않은 파일명을 

입력한다. 그림에서는 ”US.apk“를 사용하고 있다. US.apk의 파일 구성

은 (그림 4-25)와 같다.

(그림 4-24) 서명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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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서명되지 않은 파일 구조

다. 서명 파일 구조

  o 마법사를 이용하여 서명한 경우

  

  만약 마법사를 통해 (그림 4-23)에서 생성한 키 def31를 사용하여 

DEF_WRD.apk를 생성한 경우, 결과 파일은 (그림 4-26)과 같이 구성된

다. 기존 파일 구조에 META-INF라는 폴더가 추가되었다. META-INF 폴

더는 (그림 4-27)과  MANIFEST.MF와 CERT.SF 및 CERT.RSA로 구성된

다. 마법사를 이용할 경우, 파일명은 항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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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마법사로 서명한 파일 구조

(그림 4-27) 마법사로 서명한 파일의 서명 폴더 구성

  o 수동으로 서명한 경우

  (그림 4-14)에서 생성한 키 rsa31을 가지고 수동으로 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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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apk를 생성한 경우, 파일 구조는 (그림 4-28)과 같다. 두 경우 모두 

META-INF 폴더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ETA-INF 안에 저장된 

파일들의 이름은 (그림 4-29)와 같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서명한 경우와 

약간 다르다. CERT.SF와 CERT.RSA 대신 RSA31.SF와 RSA31.RSA가 생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수동으로 서명할 경우 키의 alias가 .SF와 .RSA 파

일명으로 사용된다(서명시 옵션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서명 

알고리즘으로서 DSA를 사용할 경우 .RSA가 아니라 .DSA가 생성된다. 

(그림 4-28) 수동으로 서명한 파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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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수동으로 서명한 파일의 서명 폴더 구성

  [표 4-7]에 마법사와 수동으로 서명을 생성했을 때의 차이점을 요약하

였다.

생성 방법

차이점
마법사 수동

키 생성 알고리즘 RSA DSA(디폴트) 혹은 RSA

서명 알고리즘 SHA1, RSA
SHA1, DSA(디폴트) 혹은

SHA1, RSA

서명 파일명

MANIFEST.MF

CERT.SF

CERT.RSA

MANIFEST.MF

alias.SF

alias.DSA 혹은 alias.RSA

[표 4-7] 마법사와 수동으로 생성한 서명의 차이

  o 서명 파일 구조

  수동으로 서명한 경우에도 파일명만 다를 뿐, 마법사를 이용한 서명과 

내용은 동일하므로 마법사를 이용하여 생성된 파일을 예로 들어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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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MANIFEST.MF: 서명없는 .apk을 구성하는 각 파일에 대한 SHA1 값을 

base64 코드로 표시한다. 각 해쉬값은 파일명과 사용한 해쉬 함수명, 그

리고 해쉬값으로 구성된다. (그림 4-30)에서 “res/layout/main.xml” 파일

에 대한 SHA1 값은  base64 코드로 나타냈을 때 

“Qvtm49Dd2anJK4nlSVNSF3GphsQ=”임을 보여준다.

 - CERT.SF: MANIFEST.MF의 각 파일에 대한 코드부분을 다시 SHA1으

로 해쉬하여 base64 코드로 표시한다. 즉, (그림 4-30)의 예에서“Name: 

res/layout/main.xml”과  “SHA1-Digest: Qvtm49Dd2anJK4nlSVNSF3Gphs

Q=”을 SHA1으로 해쉬한 값은 base64 코드로 

“fTpg9iXHoCMTAE6kIiUMu

GNcSH4=”이다. 파일의 맨 앞에는 MANIFEST.MF 파일 전체를 SHA1으로 

해쉬한 값을 base64 코드로 표시한다. 그림에서는 MANIFEST.MF 전체에 

대한 해쉬값이 “1s1iCk1gRf+n8SgeXt76IYyMnfI=”이다.

 - CERT.RSA: 서명키에 대한 인증서와 CERT.SF에 대한 서명값이 들어 

있다. (그림 4-30)의 예에서는 서명 알고리즘으로 RSA를 이용하였으므로, 

키 rsa31을 가지고 RSA 서명을 한 서명값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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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서명 파일의 구조와 내용

  (그림 4-31)은 마법사를 통하여 서명된 애플리케이션 DEF_WRD.apk를 

jarsigner로 서명을 검증한 결과이다. 

(그림 4-31) jarsigner를 이용한 서명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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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2)는 DEF_WRD.apk를 압축 해제하고 META-INF 폴더에 있는 

CERT.RSA의 내용을 keytool로 출력한 결과이고, (그림 4-33)은 openssl로 

출력한 결과이다. 

(그림 4-32) keytool을 이용한 인증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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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openssl을 이용한 인증서 출력

4. 다중 서명 

  jarsigner는 다중 서명을 허용한다. 단지 jarsigner를 여러 번 실행시키

면 된다. 다중 서명은 개발자와 마켓이 서로 다른 서명을 할 수 있고 이

를 분리하여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하고 분석하였다.

가. 서명 구조



- 128 -

  jarsigner는 다중 서명을 허용하지만, 생성되는 서명 파일의 이름이 동

일하면 덮어 쓰기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명 파일을 생성하여 싶으

면, 사용되는 키의 alias를 다르게 하거나 서명 생성 시 옵션 “-sigFile”

을 이용하여 서명 파일의 이름을 이전과 다르게 생성하면 된다. 서명이 

생성될 때마다 .SF 파일과 .RSA 혹은 .DSA 파일 쌍이 META-INF 아래 

생성된다. 즉, MANIFEST.MF는 한번만 생성된다. (그림 4-34)는 키 rsa31

로 서명한 파일 RSA.apk를 다시 키 rsa31로 서명하는 명령어이다. 단, 

“-sigFile DBL”옵션을 통하여 서명 파일 명을 DBL.SF, DBL.RSA로 생

성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 결과 파일은 (그림 4-35)와 같다.

(그림 4-34) 동일한 키로 이중 서명 명령

(그림 4-35) 동일한 키로 이중 서명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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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서명 파일은 이전 서명 파일을 서명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다. 즉, (그림 4-36)과 같이 두 서명 파일은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서명 파일 RSA31.SF와 RSA31.RSA를 삭제하더라도 두 번째 서

명 DBL.SF와 DBL.RSA는 검증시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그림 4-37)은 최

종 파일에서 RSA31.SF와 RSA31.RSA를 삭제한 파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38)은 이 파일에 대한 서명 검증이 성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4-36) 이중 서명 파일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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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첫 번째 서명을 삭제한 파일

(그림 4-38) 첫 번째 서명을 삭제한 파일의 서명 검증

나. 이중 서명 검증

  앞 절에서 두 개 이상의 서명은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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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서명이 2개 이상 존재할 때, 서명 검증 단계에

서 어느 서명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jarsigner을 통한 검증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검증을 

감안하여, 이중 서명이 유효하다고 검증될 조건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고려하였다.

① 서명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② 이중 서명의 경우, 두 서명이 모두 검증되어야 한다.

③ 이중 서명의 경우, 둘 중 하나의 서명이라도 검증되어야 한다.

④ 이중 서명의 경우, 최근 서명이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서명 검증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에서 점검하였다.

① jarsigner를 이용한 검증

② PC를 통한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 및 실행

③ 마켓에 업로드

④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설치/실행

  서명에 사용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키는 def2, 유효한 키는 dsa12와 

rsa12로서 다음과 같이 생성하였다.

> keytool -genkey -keystore DEF.keystore -validity 3 -alias def2

> keytool -genkey -keystore DSA.keystore -verbose -validity 11000 

-keyalg DSA -alias dsa12

> keytool -genkey -keystore RSA.keystore -verbose -validity 11000 

-keyalg RSA -alias rsa12

  먼저 ①-④의 조건을 실험하기 위해 3가지 서명을 생성하였다.

① 유효한 2개의 서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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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이 만료된 서명 후, 유효한 서명 생성

③ 유효한 서명 후, 기간이 만료된 서명 생성

  각 서명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① 유효한 2개의 서명: 서명 생성((그림 4-39)), jarsigner 검증((그림 

4-40)), 마켓 업로드, 설치, 수행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명 검증은 최근 서명부터 검증하고 있다. 

이 서명은 PC를 통한 설치 및 수행도 가능하였다((그림 4-41)).

> jarsigner -keystore RSA.keystore -verbose -signedjar SepDSign1.apk 

SepDSign.apk rsa12

> jarsigner -keystore DSA.keystore -verbose SepDSign1.apk dsa12

> jarsigner -verify -verbose SepDSign1.apk

(그림 4-39) 유효 서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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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유효 서명 검증

(그림 4-41) 실행화면

② 기간이 만료된 서명 후, 유효한 서명: (그림 4-42)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이 만료된 키를 사용하여 서명할 때 경고가 발생하였다. jar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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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서도 경고가 발생하였으나((그림 4-43)) PC를 통한 설치 및 실행도 

가능하였으며 마켓 업로드, 설치 및 실행도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그림 

4-41)과 동일).

> jarsigner -keystore DEF.keystore -verbose -signedjar SepDSign2.apk 

SepDSign.apk def2

> jarsigner -keystore RSA.keystore -verbose SepDSign2.apk rsa12

> jarsigner -verify -verbose SepDSign2.apk

(그림 4-42) 기간만료 후 유효 서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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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기간만료 서명 후 유효한 서명 검증

③ 유효한 서명 후, 기간이 만료된 서명: (그림 4-44)에서 볼 수 있듯이 

기간이 만료된 키를 사용하여 서명할 때 경고가 발생하였다. jarsigner 

검증에서도 경고가 발생하였으며((그림 4-45)) 마켓 업로드 시 오류가 발

생하여((그림 4-46)) 설치 및 수행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PC를 통한 설

치 및 수행은 가능하였다.

> jarsigner -keystore RSA.keystore -verbose -signedjar SepDSign3.apk 

SepDSign.apk rsa12

> jarsigner -keystore DEF.keystore -verbose SepDSign3.apk def2

> jarsigner -verify -verbose SepDSign3.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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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유효 서명 후 기간만료 서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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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유효 서명 후 기간만료 서명 검증

(그림 4-46) 유효 서명 후 기간만료 서명 업로드 - 오류 발생

  또한 디버깅용 서명이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47)과 같이 키를 생성하여 서명하여 마켓 업로드하고 설

치하도록 실험하였다. 또한 3절에서 jarsigner를 이용하여 기간이 만료된 

키로 서명하였을 때 경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클립스 마법사를 이용하여 기간이 만료된 키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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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명했을 때 (그림 4-48)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림 4-47) 디버깅용 서명키 생성

(그림 4-48) 이클립스 마법사를 이용한 기간 

만료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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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생성 방법과 서명 검증 단계별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표 4-8]

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서명 내용과 검증 내용을 도

식화하면 (그림 4-49)와 같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이 마켓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포되기 위한 서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반드시 서명이 존재해야 한다(디버그용 서명도 가능).

②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최소한 25년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서명이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최근의 서명만 유효하면 된다.

검증 단계

서명 종류

서명 생성 서명 검증

마법사
서명 생성

jarsigner
서명 생성

jarsigner 
서명 검증

PC를 통한 
설치/실행

마켓
업로드

다운로드/
설치/실행

무 서명 - - - × × -

디버그용 

서명
- ○ ○ ○ ○ ○

기간 만료 

서명
× ○ × ○ × -

유효 서명 

2개
- ○ ○ ○ ○ ○

기간 만료 

서명 후 유효 

서명

- △ △ ○ ○ ○

유효 서명 후 

기간 만료 

서명

- △ △ ○ × -

○ : 정상적으로 수행. 혹은 유효성 검증  △ : 일부는 정상, 일부는 비정상으로 검증.

× : 수행 불가. 혹은 유효성 검증 실패   - : 실험 불가

[표 4-8] 서명의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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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단계별 서명 및 검증 내용

5. 파일 구조 변경

  이 절에서는 국내 마켓에 적합한 코드 서명 체계를 제안하였을 때, 제

안 방법이 기존 마켓이나 스마트폰에서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개발자와 마켓의 서명을 포

함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파일 구조가 고정적인지, 임의 파일의 추가 삭

제가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는 “제 4 

절 3.나 서명 파일 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러한 기본 구조에 

변경을 가했을 때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① 서명이 완료된 후에 파일이 추가/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② ADT를 통해 만들어진 apk 파일의 구조(폴더)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

다.

③ META-INF 파일에는 서명 파일만 존재하여야 한다.

④ META-INF 폴더에 있지 않은 서명 파일도 인식하고 검증한다.

⑤ 서명 검증이나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불필요한 부가적 파일/폴더는 삭

제되거나 오류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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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gif 파일을 추가한 파일의 서명 검증

가. 임의의 파일을 추가한 경우

  o .jpg, .gif, .xlsx와 같은 파일을 추가한 경우

  

  (그림 4-50)과 같이 res 폴더에“눈사람.gif”를 추가하여

(TEST_null.pak), jarsgi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51)과 같이 

“NullPointException”이 발생하였다. 이 파일은 META-INF를 포함하여 

다른 임의의 폴더에 추가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그림 4-50) .gif 파일을 추가한 파일

  o .pptx, .txt, .png, .pdf와 같은 파일을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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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2)와 같이 “cat.png”파일을 res\layout에 추가하여 jarsgienr

로 검증한 결과 (그림 4-53)과 같이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서명 개

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가 발생하였다. 이 파일은 META-INF를 포함

하여 다른 임의의 폴더에 추가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

(그림 4-52) .png 파일을 추가한 파일

(그림 4-53) .png 파일을 추가한 파일의 서명 검증

나. 확장자가 .sf, .rsa/.dsa인 위조 서명 파일을 추가한 경우

  o 서명 이후에 생성된 위조 서명을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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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4)와 같이 META-INF에 서명보다 이후에 생성된 FAKE.SF, 

FAKE.RSA를 추가하여(TEST_FAKE1.apk)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55)와 같이 정상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림 4-54) 정상 파일에 위조 서명 파일을 추가

(그림 4-55) 정상 파일에 위조 서명 파일을 추가한 파일의 서명 검증

  o 위조 서명을 추가한 후 서명한 경우

  (그림 4-56)과 같이 META-INF에 서명 이전에 생성된 FAKE.SF, 

FAKE.RSA를 추가한 다음 서명한 파일을(TEST_FAKE2.apk)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57)과 같이 정상적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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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위조 서명 파일을 추가한 후 서명

(그림 4-57) 위조 서명 파일을 추가한 후 서명의 검증

다. 서명 폴더에 대한 서명 추가

  키 rsa1로 서명하여 RSA1.SF, RSA1.RSA를 생성하고((그림 4-58)), 서명 

폴더 META-INF를 추출하여 dsa1으로 서명한 후, dsa1 서명 폴더 

META-INF를 기존의 META-INF에 추가하였다. 추가 방식은 3가지로 수

행하였다.

  o 기존 META-INF 아래 (그림 4-59), (그림 4-60)과 같이 추가한 경우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61)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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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rsa1으로 정상적으로 서명된 파일

(그림 4-59) 서명이 추가된 후의 원본 서명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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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META-INF 폴더로 추가된 서명 파일

(그림 4-61) 추가된 META-INF 폴더 서명의 검증 실패

  o (그림 4-62)와 같이 기존 META-INF 안에 2ndSIG란 폴더로 추가 서

명을 추가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63)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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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2ndSIG 폴더로 추가된 서명 파일

(그림 4-63) 추가된 2ndSIG 폴더 서명의 검증 실패

  o (그림 4-64)와 같이 기존 META-INF 안에 2ndSIG란 폴더로 추가 서

명을 추가하였으나, 확장자명을 변경한 경우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65)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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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2ndSIG 폴더로 추가 후 확장자가 변경된 서명 

파일

(그림 4-65) 2ndSIG 폴더로 추가 후 확장자가 변경된 서명 파일의 검증 

실패

  o (그림 4-66)과 같이 기존 META-INF 안에 추가 서명을 압축하여 추

가한 경우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4-67)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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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압축 파일로 추가된 서명 파일

(그림 4-67) 압축 파일로 추가된 서명의 검증 실패

라. 새로운 폴더의 추가

  서명되지 않은 원본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관련 없는 파일/폴

더를 추가하여 서명한 경우, 서명 및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폴더 구성이 고정적인지 

사용자 임의로 추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4-68)과 

같이 기존의 서명 파일을 SIG 라는 폴더로 이동하고 rsa1으로 서명

(META-INF)하였다(TEST_resign.apk), jarsigner로 검증한 결과 (그림 



- 150 -

4-69)와 같이 검증에 성공하였다. 업로드 후 다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파일 구조도 (그림 4-70)과 같이 동일하였다.

(그림 4-68) 새로운 폴더 추가 후 서명

(그림 4-69) 새로운 폴더 추가 후 서명 검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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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0) 새로운 폴더 추가한 파일의 다운로드 결과

마. 구조 변경 분석 

  앞에서 ADT를 통하여 생성되는 기본 파일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

경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0]과 같다. 이를 토대로 서명 검증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4-71)과 같다. 그러므로 가능한 파일 구조 변경은 다음과 같다.

① 서명이 완료된 후에 파일이 추가/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서명 파일은 META-INF 폴더(하위 폴더 포함)에 있는 파일로서, 확장

자와 파일 포맷이 적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META-INF 내에 임의의 파일이 포함될 수 있으나, 확장자가 서명 파

일 확장자가 아니면 서명 검증 대상이 된다.

④ META-INF 외의 파일은 모두 서명 대상이다.

⑤ META-INF 내의 서명 파일이라도, 포맷이 적절하지 않으면 무시되며 

서명 검증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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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파일 구조 변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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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더

확장자 및 형식
META-INF 기타 폴더

서명 

파일 

확장자

형식 

일치

서명파일로 간주

최종 서명만 검증, 나머지는 

무시
서명 대상으로 간

주
형식 

불일치
무시

기타 확장자

(폴더 포함)
서명 대상으로 간주

[표 4-10] 폴더 구조 변경

(그림 4-71) 추가 파일 검증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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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개선된 코드 서명 제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적용이 용이하면서

도 보안성이 강화된 코드 서명 체계 및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

은 자가-서명 인증서 대신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된 이중 

서명을 통해 “제 3 절 코드 서명 요구사항”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을 만

족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안 방법은 기존 마켓이나 스마트폰 코드 

서명에 대한 검증 절차의 변경 없이 적용될 수 있다. 

1. 개선된 이중 서명

  사용자가 개발자와 애플리케이션의 유통 마켓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

록 지원하려면, 개발자의 마켓의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한다. 또한 

배포 과정에서의 무결성 보장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개발자와 마켓이 각자 자신의 키를 관리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마켓과 개발자 자신이 관리하는 키를 이용한 각각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 서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새로운 이

중 서명 설계의 기반이 되었다.

(성질 1) jarsigner는 META-INF 혹은 그 하위 폴더에 있는 <.SF, 

.RSA/.DSA>만을 서명 파일로 간주한다. 즉, 확장자가 다르거나 다른 폴

더에 있는 파일은 서명 파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성질 2) jarsigner는 서명 생성시 META-INF 혹은 그 하위 폴더에 있는 

<.SF, .RSA/.DSA>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을 서명 대상으로 인식하여, 

.SF 파일에 포함시킨다.

(성질 3) 애플리케이션의 파일 구조는ADT에서 생성한 파일 구조에 제한

되지 않는다. 즉,  파일이나 폴더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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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개발자 서명만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마켓의 서명을 생성하고 이

를 애플리케이션의 META-INF 에 추가한다면, 개발자 서명 검증은 성공

하지만 마켓 서명 검증은 실패한다. 만약 마켓 서명을 다른 폴더에 추가

하거나 확장자명을 변경할 경우, 마켓 서명은 무시되지만 개발자 서명 

검증에 실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의 서명을 마켓의 서명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개발자의 서명이 META-INF 이외의 폴

더에 위치하도록 하거나 확장자명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후 개발자 서명 검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서명 폴더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하다. 따라서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하여 마

켓에 업로드하면, 마켓은 서명 검증과 마켓 정책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여 개발자 서명을 이동시킨 후 해당 애플리케

이션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4-72)에서는 개발자 서명을 새로

운 폴더 DevSig에 위치하도록 한 후,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켓의 

서명을 META-INF에 생성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는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의 서명을 통해 유통마켓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발생시 DevSig 폴더에 있는 개발자의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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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2) 새로운 이중 서명 파일 구조

2. 코드 서명용 공인 인증서

  1절에서 제안한 개선된 이중 서명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개발자와 유

통 마켓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게시 과정에서의 변

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가-서명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발자 및 마켓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관된 코드 서명 체계

를 제공하고 마켓이나 사용자가 개발자의 확인을 위해서는 JDK에서 제

공하는 자가-서명 인증서를 이용하기 보다는 신뢰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체

계를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단, 현존하

는 코드 서명용으로 발급되는 인증서와는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인증서 

발급이 요구된다.

·마켓과 개발자 및 사용자들이 신뢰하는 제 3의 기관(trusted 3rd 

authority)에서 발행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정확한 주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서명 검증을 위해, 코드 서명 검증에 필요한 모든 인증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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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명 파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마켓이 요구하는 기간 이상(예: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드 서명에만 사용되도록 인증서의 키 용도 

필드(key usage field)가  적절한 값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개인 개발자를 위해 인증서 발급 비용을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지원

해야 한다.

·인증서 발행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CA 방문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 기존 범용 공인 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모

바일 폰 인증).

 

  다음으로, 3절에서 기술한 코드 서명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CA 기반의 개발자 및 마켓 코드 서명 시나리오를 기술한다.

인증서 발급 및 코드 서명 절차는 (그림 4-73)과 같으며, 세부적인 단계

는 다음과 같다.

(그림 4-73) 신뢰된 CA를 이용한 이중 서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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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자와 마켓은 4.2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ADT나 keytool을 이용하

여 키와 인증서를 생성한다.

2) 개발자와 마켓은 3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CA의 서명을 얻기 위해, 

java의 keytool을 이용하여 (그림 4-74)와 같이 인증서 요구 메시지(CSR)

를 생성하여 CA에 전송한다. 생성된 인증서 요청 메시지의 내용은 (그림 

4-75)와 같다. 생성한 요청 메시지를 인증 기관에 전송하여 인증서 서명

을 요청한다. (그림 4-76)은 한국전자인증에서 인증서를 요청하는 화면이

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명용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용 SSL 인증서를 요청하였다.

(그림 4-74) 인증서 요구 메시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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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5) 인증서 요청 메시지

(그림 4-76) 인증서 요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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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가 개발자 및 마켓의 인증서에 서명하여 반환한다. 수신한 인증서

에는 rootCA, CA 그리고 요청한 사용자의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

림 4-77)은 CA가 발행한 사용자의 인증서인 mine.cer를 PKCS7 규격으로 

변환한 PKCS_mine.p7b을 보여주고 있다.

4) 개발자와 마켓은 keytool을 이용하여 수신한 인증서들을 keystore에 

import한다. (그림 4-78)은 CA로부터 받은 인증서들 중에서 rootCA의 인

증서 Trialroot.cer를  PKI.keystore에 저장하는 예이다.

5) 개발자가 CA로부터 인증 받은 키로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하여 마켓에 

업로드한다.

6) 마켓은 CA로부터 발행 받은 인증서를 이용한 개발자 서명임을 확인

하고 CA로부터 받은 키를 이용하여 “제 5 절 1. 개선된 이증 서명”에

서 제안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한다. 

7) 사용자는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마켓의 서명을 검증

하고 설치하여 실행한다. 사용자(스마트폰)는 마켓의 서명만을 검증하여 

설치하여 실행하지만, 문제 발생시 DevSig 폴더에 있는 개발자의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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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7) CA로부터 받은 사용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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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rootCA의 인증서 저장

3.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코드 서명 기법이 코드 서명 기법과의 호환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한 기법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서명하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업로드한 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실행

하였다. 단, 국내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코드 서명용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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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코드 서명에 사용한 키와 인증서를 위해서는 

JDK tool을 이용하였다. 개발자용 키로서는 alias가 RsaFinD인 RSA key

를 사용하였고, 마켓용 키로서는 alias가 RsaFinM인 RSA 키를 사용하였

다.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은 화면에 “This program is made for 

advanced dougle-sigining by WS-IS”라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하는 프로

그램이다.  (그림 4-79)는 안드로이드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애플

리케이션의 파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업로드한 애플리케이

션의 이중 서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80)

은 이 스마트폰에서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으로서, 마켓에 업

로드하거나 기존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에도 서명 검증이 성공하여 정상

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4-79) 제안된 이중 서명으로 서명된 애플리케이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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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0) 제안된 이중 서명으로 서명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예

 

  [표 4-11]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서명 기

법, 이를 개선하여 올레 마켓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서명 기법, 그리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코드 서명 기법에 대하여 3절에서 기술한 요구사

항 만족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방식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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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요구사항

자가-서명

인증서 

사용

올레 마켓
제안한

코드 서명

마켓

개발자 검증 × × ○

동일 개발자 인식 × × ○

개발자의 프로그램 작성 부인 

방지
× × ○

안드로이드 및 마켓 정책 

준수 확인
○ ○ ○

개발

자

마켓들의 일관된 개발 및 

배포 과정
○ ○ ○

애플리케이션 무결성 확인 × × ○

위조된 서명으로부터 개발자 

보호
× × ○

마켓의 프로그램 위변조 부인 

방지
× × ○

하나의 서명된 앱을 여러 

마켓에 복수 게시
○ ○ ○

사용

자

개발자 검증 × × ○

유통 마켓 확인 × ○ ○

배포 과정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무결성 확인
× × ○

호환

성

현재의 ADT나 JDK를 이용한 

구현
○ ○ ○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한 배포 ○ ○ ○

[표 4-11] 각 코드 서명 방법의 요구사항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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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중 파급력과 성장세가 큰 안드

로이드를 중심으로 블랙마켓의 유형을 파악하고 블랙마켓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오픈 마켓 정책을 쓰는 안드로이드는 애플래닛, 블랙마트알

파, 지팬, 앱토이드 등 타 플랫폼에 비해 블랙마켓의 종류가 다양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경제적 규모가 계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블랙마켓

은 공식적으로 추산되는 마켓 이외에도 P2P 등의 점조직 형태가 많아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안드로이드의 모바일과 웹 기반

에서 대표되는 블랙마켓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어플리케이션 개수는 대략 

739,403개 이상이다. 수집, 중계, 배포, 소비의 유통 단계를 차례로 거치

며 블랙해커를 통한 유출과 블랙컨슈머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소비가 하

나의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다. 즉 블랙마켓의 불법적 변형은 어플리케이

션 개발자와 사용자의 양 측면에서 모두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결제 방식이 무력화되고 악성코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패턴

을 보인다. 

  이러한 블랙마켓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발적 소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코드 서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코드 서명이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또

한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체계와 파일 구조를 분석하고 마켓이나 스마트

폰에서 허용되는 서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코드 서명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

에서는 자바의 이중 서명을 개선하여 안드로이드 서명 체계에 적용하였

으며, 개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된 CA가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개발자와 마켓의 서명을 검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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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와 마켓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선된 이중 서명 기법을 제안하였

다. 

제 2 절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개방적인 안드로이드 코드 서명 정책, 응용 개

발 환경 및 코드 서명 체계를 위배하거나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

이드 개발 환경인 자바 툴을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된 애플리케

이션은 제안 체제를 채택한 마켓 뿐 아니라 기존의 마켓과 기존의 스마

트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코드 서명 기

법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마켓을 통해 배포될 수 있다. 

  제안 기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편리하게 공인 인증서를 사

용할 수 있도록 4장 2절에서 기술한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제안 구조를 채택한 마켓이 좀 더 개발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려면, 

제안 기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ADT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인증서의 확장영역의 필드값을 확정하고 서명에 타임

스탬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한 코드 서명 기법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의 문제점 중의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

이션의 사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의 역할도 일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며, 나아가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

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도덕적 사용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하였던 블랙마켓의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개발자와 사용

자 양 측의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긍정적인 소비 패

턴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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