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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프로젝트 개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reporting 해주는 서비스를 제안 

및 구축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스마트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보급됨에 따라 보안 문

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안드로이드가 처음 등장했던 초창기에는 OS 의 취약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취약점은 안드로이드의 버전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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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초창기와는 달리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스마트 폰의 

보급이 대중화 됨에 따라 그 심각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문제 발생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증가가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보안상의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플리케이션 학문에 대해 가볍게 여겨 

개발자의 지식, 스킬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한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커들의 손쉬운 난입에 한몫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TOP10 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2.2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인지 및 개선점 가이드 프로젝트 

OWASP에서 TOP10을 다룰 만큼 대두되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예

방을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보안 면에서 인증 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OWASP TOP 10에 기반

한 취약점 분석(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를 분석

한 후 도출된 결과를 알기 쉽도록 리포팅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리포팅을 바탕으로 개발

자들은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어

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바탕으로 사용 유무를 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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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 표 

 

 

(1) 사용자가 확인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Apk파일 형태로 추출한다. 

(2) 추출된 Apk파일을 서버로 전송하여 Apk파일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실시한다 

(3) 취약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리포팅 형태로 제공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정도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사용 유무를 판

단 하게 끔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및 개발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연구/개발 내용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가상 서버 사이의 통신을 학습한다. 

 Apk 파일을 추출 및 GCM과 전송모듈을 사용하여 통신. 

(2) 가상 서버에 APK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정적 분석을 위한 Decompile, 동적 분석을 위한 패키지 분석 

(3) 5가지 취약점 분석을 위한 ADB 및 Android 제어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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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nsecure Data Storage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 

 내부에 DB 를 암호화를 통해 다루는지 확인한다. 

나. Weak Server Side Controls(취약 서버측 제어)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하는 Web server/Web Site 에 대한 취약점 분석 

다.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불충분한 전송 계층 보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패킷의 안전성을 위하여 SSL 통신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라. Improper Session Handling(부적절한 세션 처리) 

 Activity Stack/Intent Stack 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세션을 확인 

마. Side Channel Data Leakage(주변 채널에 의한 데이터 누수) 

 캐시 파일을 확인하여 디바이스 내에 남은 캐시에 중요 정보가 있는지 확인가능 

하도록 한다. 

(4) 서버로부터 알림을 받고 전송모듈을 통해 받은 내용을 정제하여 display 할 수 있는 

android SDK 를 학습한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2.2.1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에서 APK파일을 추출하여 서버에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는 해당 APK파일의 분석이 

시작된다. 분석할 요소가 5가지이고, 그에 대한 리소스 처리가 많기 때문에 분석이 완료되어 리포

팅이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면 GCM을 통해 알림을 띄어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자동화 툴 

팀 명 오미자 (五味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4-05-27 

 

캡스톤디자인 I Page 8 of 40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User는 다음과 같은 UML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된다.  

 

          <분석 HisTory>               <GCM인증>    <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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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사 모바일 메신저의 권한 목록 >       <report 결과 제공> 

       

 사용자가 어플리리케션을 실행 시키면 분석History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보인다. 사용자의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들을 보여준다.  

목록들 중에서 사용자가 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 할 경우, 권한이 보이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화면에서는 선택된 어플리케이션이 획득한 권한 목록을 보여준다. 권한 목록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권한에 대한 간한단 설명이 나오게 된다. 

 권한 목록의 화면에서 EXPORT APK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추출되는 과정을 

거쳐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로 전송된 APK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끝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리포트 결과를 보고 

한다. 사용자는 이 내용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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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Preprocessing (전처리 과정) 

 

2.2.2.2.1 정적분석 

     

             < APK Decompile Process >               < .apk -> .java 소스로 디컴파일 > 

  

 먼저 apk 파일에서 java 소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그림4>와 같은 decompile 과정이 

필요하다. apk 파일을 zip 확장자로 변경 후 압축을 풀면 classes.dex 파일과 xml, 

resource 파일들이 나온다. 여기서 classes.dex 파일을 dex2ja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dex

파일을 java의 압축파일 형식인 jar파일로 나오고 jar파일을 풀어보면 java파일들이 컴파

일 된 class파일들이있다. 이 class파일들을 j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Java Decompile하면 

java 소스파일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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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mpile Process 자동화 쉘 스크립트 > 

디컴파일 추출을 리눅스 쉘 스크립트로 구현하여 자동으로 java source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 일련의 정적분석 과정을 표현한 Sequence Di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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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동적분석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패키지와 각 Activity, Service목록 등을 받아오기 위해서 동적분석

을 실시하였다. 전송 받은 APK파일을 바탕으로 에뮬레이터에 무작위로 이벤트를 발생시

켜 어플리케이션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였다. 행동패턴은 해당 에뮬레이터에서 자동적으로 

이벤트를 무작위로 발생시킬 때의 로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행동패턴을 분

석해본 결과,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접근하는 WEB URL, Server URL을 추출할 수 있었

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Activity와 Service의 패키지명을 추출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동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URL들과 Activity, Service, Package들이다. 텍스트파일 

형태로 각각 추출해 내며, 이것을 기반으로 후에 취약점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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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Insecure Data Storage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 

 

 Android 의 DB 인 SQlite 는 사용자가 입력한 Data 를 주로 입력 받아 저장할 때 

사용된다.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를 저장한 그 DB 를 암호화 하지 않을 경우 

정보누출에 위험이 있다. Android 내부에 저장되는 DB 는 위치만 알아내면 그 DB 에 

접근이 가능하여 민감하게 다뤄야 한다. 하지만, application 에 DB 를 사용할 때 

SQLite 를 사용은 하지만 그에 대한 암호화 연구가 그 사용에 비해 적다.  

 

 Android 의 경우 DB 는 /data/data/해당어플의패키지명/databases/의 경로로 저장이 

된다. 때문에, apk 파일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application 의 

패키지명을 얻어 낸 후, 그 application 이 생산한 DB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SQLite에서 제공하는 SQLite Database Browser를 통하여 그 application이 생산한 

DB파일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DB부분은 루팅을 한 체 진행을 했지만, 충분히 암호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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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Weak Server Side Controls (취약 서버 측 제어) 

 

 

 

 Android Application이 접근하는 서버 취약점 분석은 메타스플로잇에서 제공하는 Nessus모듈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Nessus는 모의해킹을 통한 서버 취약점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다 종

류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시행 시, 서버에 트래픽이 과부화될 수 있다. 때문에, 타겟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면서 서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2.2.2.4.1 Network Traffic Controller 

 네트워크 트래픽은 Traffic Controller부분에서 제어하도록 트래픽셰이핑(Traffic Shaping) 기술을 

이용하였다. 트래픽셰이핑은 성능이나 빠른 응답 시간 등을 보장하고 최적화 하기 위해 네트워

크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셰이핑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책 설정을 하

여야 하는데,취약점 분석기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버 IP를 점검할 때 동일하게 트래픽

을 제어해야 하므로 아래 모듈들을 그룹화하여 그룹별 대역폭을 할당하게 하는 

HTB(Hierarchical Token Bucket) Queuing정책으로 구현하였다.부모 클레스를 최상위에 하나를 두

고 모듈이 작동할 시 자식 클래스에 동일한 대역폭을 부여함으로써 트래픽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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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2 Process Controller 

 Process Controller는 취약점 점검 서버의 Job을 제어해주는 부분이다. 취약점 점검 서버는 웹 

서버와 함께 운영되어 CPU자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IP들을 점검할 시, 과부

하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취약점 스캐너 점검 시 스캐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값을 

주어 Job을 제어한다. 제어하는 자료구조는 QUEUE의 FIFO정책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2.2.2.4.3 Automatic Module 

 Automatic Module은 취약점 점검 스캐너의 자동화 모듈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모

듈은 Metasploit에서 제공하는 리소스파일이다. 리소스파일은 터미널에서 Metasploit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크립트파일을 생성하여 전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서버 IP를 수집하여 취약

점 점검 스캐너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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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  Scanner 

취약점을 점검하는 핵심부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파일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스캐너는 쉘 

스크립트, 파이썬, 네서스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① vc_driver.sh : 취약점을 스캔 및 점검까지 전체적인 모듈을 제어하는 쉘 스크립트  

② run_scan.sh : 취약점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Metasploit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파일, 

Nessus에서 제공하는 Plugin을 이용하여 구현  

③ control_scan_status.py : 취약점을 점검하는 동안 대기하였다가 스캔이 끝나면 취약점 

목록을 추출하여 리포팅하는 부분을 제어하는 파일  

④ get_scan_status.sh :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쉘 스크립트  

⑤ get_report.sh : 결과를 종합하여 리포팅하는 쉘 스크립트  

⑥ get_vulns.py : 리포팅을 토대로 취약점을 추출하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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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Application in Android Application Web Viewer (안드로이드에서 접근하는 웹 어플리케이

션 취약점 분석) 

 

 웹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모듈은 모의해킹을 통해 구현하였다. 웹 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

는 Crawling을 수행하여 모든 URL을 수집한 뒤,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간단한 script언어나 쿼리

문을 조작하여 Injection을 수행하였다. 취약점에 대한 판단 기준은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에서 제공하는 공격 기법에 대한 취약성 판단으로 하였다. 

 웹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은 대표적인 5가지의 Injection 공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XSS(Cross 

Site Scripting), Remote File Inclusion, Local File Inclusion, SQL Injection, Command Injection이 이

에 해당한다. 

 

- 전처리 과정 

취약점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Injection을 수행할 URL을 수집해야 한다. 타겟 웹 페이지의 정보를 

파싱한 후, 그에 대한 URL을 수집한다. URL을 수집한 뒤 URL을 통해 Injection 대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Parameter 공간을 조작한다. 이를 URL Injection이라고 한다.  

 

 

 

 

 

 

 

  SQL Injection 

 SQL Injection은 쿼리문을 조작하여 Database정보를 빼내어 오는 대표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Injection 공격이다. 이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URL에 쿼리문에 대한 에러를 

도출하는 공격코드를 삽입하여 타겟 웹 서버에 대해 Request를 수행하였다. Request에 대한 

Response를 받고, 해당 Response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뒤, 공격에 대해 탐지가 있을 시 취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자동화 툴 

팀 명 오미자 (五味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4-05-27 

 

캡스톤디자인 I Page 18 of 40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약하다고 판단하였다. 

 

                < SQL Injection > 

 

 Cross Site Scripting 

  

 Cross Site Scripting이란, 웹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공격자가 웹 페이지에 스크립트 명령어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게시판이나 URL을 통해 Script에 대한 TAG를 삽입하여 실행 시

키게 된다. 이는, 공격자가 악성 Script를 실행시켜 클라이언트의 쿠키 혹은 세션 정보를 공격

자에게 전송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Script가 포함된 난해한 문자열을 수집된 URL의 

Parameter로 사용하여 타겟 웹 페이지에 대한 Request를 수행하였다. Request가 수행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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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서 취약점 분석 시스템이 보낸 Parameter값이 포함된 Response가 감지될 시 취약하

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테스트 대상 타겟을 국민대학교로 하여 수행해본 결과, 다수의 Cross 

Site Scripting이 발견되었다. 

 

 

 Remote File Inclusion  

 Remote File Inclusion은 어떤 페이지에서 값을 받을 때 원하는 값을 전달받는 파라미터에 악

성코드가 담김 파일을 전달하여 서비스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가 원격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공

격 기법이다.  

RFI 취약점 탐지를 위해서 파라미터 값에 파일을 의미하는 문자열을 포함하여 URL을 통해 

Request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Response를 받아 전달된 파일을 웹 쉘을 통해 실행 되었다는 

r57shell 혹은 Directory정보가 탐지되었을 경우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Local File Inclusion 

 Local File Inclusion은 RFI와 유사하지만, 파일을 포함시킬 때, 해당 파일이 공격 대상 서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격자는 파라미터를 통해 디렉토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디

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무작위로 삽입한다. 보통 웹 서버 디렉토리 내부에 웹쉘이 위치하고 

있을 시 웹페이지에 대한 LFI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Command Injection 

 Command Injection은 시스템 명령어를 호출하는 Web Application의 인자 값을 조작하여 의

도하지 않은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공격 기법이다. 이 공격 기법을 이용하면 Web 

Application을 구동하고 있는 시스템 계정의 Shell 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ell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다양한 악성 스크립트나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자유롭게 업로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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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 Injection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Parameter를 요청하는 부분마다 시스템 

상에서 멀티라인을 지원하는 특수문자 (|, &, ; 등)를 포함한 문자열을 삽입하여 URL에서 획득

한 정보에 삽입한 Parameter에 대해서 Parameter 값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취약점 분석 항목에 대해 취약점 분석이 완료되면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로 분석이 

완료된 파일을 업로드 시켜준다.  

 

위의 취약점을 토대로, 국민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을 점검해본 결과, 국민

대학교 웹 페이지 뿐만 아니라 링크되어있는 다른 웹 페이지들에 대한 XSS취약점이 다수 발

견되었다. 

 

 

 

 전처리 과정으로 행해진 웹 크롤링을 통한 웹 페이지 내부의 모든 URL을 수집한 결과이다. 

국민대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수집 결과, 25개의 URL들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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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URL들을 바탕으로 5가지의 Injection을 수행한 결과이다. 위의 그림은 현재, 국민대학

교 로그인 부분에서 반환되는 url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XSS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 

 

2.2.2.5  Improper Session Handling (부적절한 세션 처리) 

 

스마트폰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사용하지 않거나,생명주기가 

끝난 activity, service, intent 들에 대하여 바로 파괴 하는 것이 좋다.때문에 destroy 되지 않아 

오랫동안 돌아가거나,혹은 강제로 destroy 하였지만 곧 살아나는 좀비 항목들이 있다면 stack 을 

낭비하여 overflow 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위 그림은 부적절한 세션 처리에 대한 탐지를 알아내기 위한 알고리즘 도식도 이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낸 Package, Service, Activity를 통해 Activity와 Service를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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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킨다. 에뮬레이터 내부에서 무작위로 실행된 Activity와 Service를 바탕으로 해당 

에뮬레이터의 Stack을 관찰한다.  

Stack내부를 분석하여 Activity가 전환이 될 경우, 이전의 Activity 상태가 POP상태가 되어 

Stack을 나왔다면, 취약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POP이 되지 않은 채, PUSH상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무작위로 Activity와 Service를 실행시킨 결과이다.  

 

  

 위에 보이는 것은 정상적으로 Activity와 Service를 종료시킨 예이다. 사용자에게 강제종료 전 

후로 Stack의 결과를 리포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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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불충분한 전송 계층 보호) 

 Client의 디바이스 안에 내용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통신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사용하는 경

우도 많다. 예를 들어 은행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핸드폰과 서버끼리 통신을 하여 내용이 오

고 간다. 

 간단한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혹은 신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키값을 이

용한 간단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순 암호화만을 통해 잘못 설계된 

프로토콜의 경우는 스니핑된 패킷을 동일하게 재생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용한 Replay attack기법을 통해 공격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암호화 외에 암호화 통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여 암호화하는 것이 안전한 패킷 통신 방법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재 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SL(Secured Socket Layer)방식을 

이용해 암호화된 패킷을 전송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replay attack 모식도> 

 

 

 SSL방식은 TCP/IP를 사용하는 두 개의 통신 애플리케이션 간 프라이버시와 무결성을 제공하는 

프로토콜로써,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오고 가는 데이터는 Symmetri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

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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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동작 원리>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과 시도를 서버에게 전송하고, 서버는 전송 

받은 내용 중 자신이 사용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정보와 ID 데이터 인증서를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전송해 준 방식으로 세션키를 생성하고 이를 서버의 인증서에서 알아낸 

공개키로 암호화한 마스터키를 서버에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되어온 ID데이

터를 세션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여 검증을 받는다. 

 서버는 자신의 비밀키로 마스터키를 해독하여 세션키를 알아낸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시

도를 세션키로 암호화한 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검증을 받는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전송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세션키로 암호화 한 후 전송한다. 

 SSL은 TCP/IP 등의 네트워크 전송 서비스위에 하나의 Layer로 따로 구현하며, Layer를 하나 더 

올리는 대신 API를 기존의 Socket과 유사하게 유지함으로써 텔넷이나 FTP와 같은 기존의 모든 

TCP/IP 응용프로그램들을 SSL로 포팅하기 쉽게 만들었다. 암호화된 패킷은 Key파일이 없으면 

복호화 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SSL은 Android에서도 사용 될 수 있다. 시중에는 거의 모든 어플

리케이션이 통신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SSL이라는 보안 통신을 사

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에게 SSL이라는 보안수준을 요구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그런 현실을 사용자들이 알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SSL을 사용한다면, 통신에 대해서

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

자가 선택한 APK를 Decompile 및 내부분석을 통해, Package를 분석한다. 그 다음 그 중에서 

SSL관련 패키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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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Side Channel Data Leakage (주변 채널에 의한 데이터 누수) 

 

 주변 채널에 의한 민감한 데이터 누수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앱들이 남기는 cache

파일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분석 도중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 할 수 있었는데 루

팅이 되지 않은 일반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대방에게 보내고 받았던 대부분의 사진

의 자료들이 캐쉬파일로 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사진 중에는 옛 연인들과 찍

은 사진, 친구와 찍은 사진, 야한 사진 등을 있었다. 

 

 

< K사 모바일 메신저 cache 파일목록 > 

 

K사 모바일 메신저에서 cache파일을 남기는 곳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torage/sdcard0/Android/data/com.kakao.talk/cache 경로에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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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사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는 Database에 저장을 하고 이미지는 cahce파일로 저장하기   때

문에 임의의 한 파일을 선택하여 열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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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로 보내본 보안카드 사진이 그대로 cache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되었다. 만약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한다면 충분히 인터넷 연결 없이 나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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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여러 사용자가 한번에 이용할 경우를 고려 해야 하고,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따로 알림을 줄 필요가 있다. 

 GCM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분석을 요청하더라도 꼬이거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 가능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알림을 줄 수 있다. 

(2) DB파일에 관한 결과물은 루팅이 필요한 분석이다. 

 개발자를 위해 루팅 한채로 DB를 보는 방법도 제공하되, 어플을 백업하여 애뮬

레이터에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2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 

 

2.2.4 결과물 목록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우리 앱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2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사용자의 입장으로, 취약점 분석이 완료된 리포팅 결과를 토대로 차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둘째는 개발자의 입장으로, 리포팅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출시 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2) 활용 방안 

 우리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사용자의 측면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이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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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확인 및 삭제하는 용도 및 기존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보안상 안전한 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는 개발자의 측면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출시 전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리포팅 결과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 후 출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OWASP10 에 근거하여 제작한 우리의 앱을 사용함으로써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시큐어 코딩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보안상 안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3 자기평가 

(1) 사용자가 여러 명일 것을 생각하여, 서버가 꼬이거나 한꺼번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GCM까지 고려함 

(2) 직관적인 UI와 ABOUT탭을 둬, 사용 방법을 넣음. (개발자 이외의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를 

위해) 

(3) DB파일의 추출경우는 루팅이 필요한 결과물로 확인이 되었지만, 백업을 통해, 그 백업된 

자료를 에뮬레이터에서 돌린다면 또 다른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 년도 저자 기타 

  

http://www.slideshare.net/sangholee1023/sns

-technical-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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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 별 첨 1 ] 

 

S/W 보안 취약점 신고서 

성  명 

(대표자) 이 수 민 

장 지 원 

정 준 식 

장 석 상 

홍 완 기 

소  속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메일 minka1010@gmail.com 전화번호 010-2011-6262 

주  소  (기념품 지급 시 수령 가능한 주소) 

 o KrCERT 홈페이지 또는 보안공지문에 신고자 공개 여부 

 예 / 아니요 (공개에 사용할 이름 또는 아이디 : 국민대 2014 졸프 오미자 팀) 

 o 본 취약점을 KISA 신고 전에 다른 기관 또는 해당업체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예 / 아니요 ( 신고 기관 및 일자 :    OOO           2013.  .   ) 

 <취약점 정보 활용 및 사실 확인 안내> 

  o 신고 취약점은 포상 관련 평가 및 취약점을 보완한 제품을 개발(보안 업데이트 개발)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o 다른 기관 및 업체에 신고 여부 등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포상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및 포상금 지급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이메일, 연락처, 주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또는 3 년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념품 또는 포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v     미동의 □ 

 

 

 

 

mailto:minka1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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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설명 작성 방법 

<취약점 제목 및 개요> : 반드시 제목 및 개요를 작성해야함  

<취약점의 상세한 설명> : 아래 작성요령 준수를 권장하며, 신고자에 의해 일부 수정은 가능 

 

1. 취약한 S/W 의 버전 

-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발생한 S/W 의 이름 및 버전정보를 기재 

 

2. 취약점 발생환경 

- 취약점 테스트(발굴) 시 사용된 OS 환경,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등 환경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특정한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취약점의 경우 해당 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반드시 기재 

 

3. 취약점 검증방법 

- POC 코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 취약점 검증에 필요한 도구나 기술 설명 (Fuzzing, Reverse Engineering, Code Auditing 등) 

 

4. 취약점 발생원인 및 작동원리 

- 취약점 발생 환경에서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 및 작동 원리 

 

5. 취약점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취약점을 통해 공격자가 해당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  

 

6. 기타  

- 동영상 파일, POC 코드 파일 등을 첨부한 경우 이에 대한 내역 및 설명 

- 취약점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 또는 취약점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현재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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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제목 및 개요> 

취약점 제목 주요 안드로이드 메신저의 내용의 로컬 DB 평문 저장 

취약점 개요 

 Android 의 경우 DB 는 /data/data/해당_어플리케이션의_패키지명 

/databases/의 경로에 저장된다. 

 DB 를 추출하여, SQLite 에서 제공하는 SQLite Database Browser 를 

통하여 그 application 이 생산한 DB 파일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메신저들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Client 의 로컬 DB 에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취약점의 상세한 설명> 

1. 취약한 S/W 의 버전 

o N 사 모바일 메신저(Android 용) v.4.3.0 

o S 사 모바일 메신저(Android) v.3.1.2 

o V 사 모바일 메신저(Android) v.2.2.5 

2. 취약점 발생환경 

o Android Version : 4.1.2 (KitKat) 

o 모델 : Galaxy S3 3G 

o Kernel Version : 3.0.31-133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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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점 검증방법 
 

o Database 추출 과정 

➀ 먼저 각 어플리케이션의 해당 패키지 명을 획득한다.(프로그래밍 적 접근을 통하여) 

 

➁ /data/data/패키지명/database/속에 있는 모든 파일을 추출 해낸다. 

   루트익스플로러 등 탐색기 어플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위치로 접근한다. 

※ 신고자는 연구를 위해 루팅을 했던 상태였지만, 루팅이 안되었더라도 해당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하여 충분히 DB 추출이 가능하다.  

 

- N 사 모바일 메신저 Database 경로 : /data/data/jp.naver.line.android/naver_line 

- S 사 모바일 메신저 Database 경로 : /data/data/kr.co.tictocplus/database/tictocplus.db 

- V 사 모바일 메신저 Database 경로 : /data/data/kr.co.vcnc.android.couple/databases/couple_persist.db 

 

       

<그림 1 : S사 모바일 메신저 Database>          <그림 2 : N사 모바일 메신저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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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V 사 모바일 메신저 Database> 

➂ db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SQLite Database Browser 프로그램을 이용해 db 파일을 연다. 

(분석 당시 버전은 SQLite Database Browser 2.0 을 사용) 

 

<그림 4 : SQLite Database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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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출된 DB 확인 

➀ N 사 모바일 메신저 SQLite Database 

 

<그림 5 : N 사 모바일 메신저 친구 목록> 

 

N 사 모바일 메신저의 친구목록들이 모두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림 6 : N 사 모바일 메신저 대화 목록> 

대화내용이 모두 평문으로 저장되어있다. 

또한 <그림 5>의 chat_id 와 <그림 6>의 m_id 와 비교하면 누가 보낸 지 알 수 있다. 

※chat_id 의 복잡함은 암호화를 통한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추를 통해 발신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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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ictocplus SQLite Database 

 

<그림 7 : S 사 모바일 메신저 친구 목록> 

S 사 모바일 메신저에서 친구목록과 상태메시지 모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 S 사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발신자, 내용 모두 평문으로 저장되어있다. N 사 모바일 메신저 과 비교했을 때, 발신자의 

이름까지 평문으로 저장되어있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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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V 사 모바일 메신저 SQLite Database 

 

<그림 9 : V 사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 

대표적 커플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V 사 모바일 메신저도 대화내용을 평문으로 저장했고 보낸 

날짜까지 매우 쉽게 알 수 있게 날짜형식으로 저장되어있었다. 

< 그림 10 : V 사 모바일 메신저 달력 내용 > 

 특히, V 사 모바일 메신저는 커플 둘만의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사적인 내용이 많다. 하지만, 대화 

내용도, 달력에 기록한 내용 조차 암호화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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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점 발생원인 및 작동원리 

o 스마트폰에서 흔히 사용되는 메신저, 그 중에서도 메이저 회사인 N 사 모바일 메신저, S 사 

모바일 메신저 뿐만 아니라 커플끼리만 사용하기에 더욱 보안이 절실한 V 사 모바일 메신저  

마저도 DB 에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들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다. 

 

 

<그림 11 : 4 개의 메신저 프로그램 분석 결과> 

 

 비교를 위해 K 사 모바일 메신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DB 를 추출하여 열어보았다. 하지만 K 사 

모바일 메신저는 대화방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만을 암호화 하지 않았다. 이유는 추측할 수 

없었지만, 가능한 추측은 대화방 목록에 각 방의 마지막 내용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그 것 만을 제외하고 친구목록, 전체대화내용 등 모두 특정 key 값으로 암호화 되 있는 

것과, 메시지를 따로 client 의 DB 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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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K 사 모바일 메신저의 친구 목록 > 

 

 

<그림 13 : K 사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 목록 > 

 

 그렇다면 위에서 보았던 다른 메신저들과, K 사 모바일 메신저의 DB 를 비교했을 때, 다른 

메신저들의 DB 또한 충분히 암호화가 가능하단 사실을 유추 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하는 DB 는 

프로그래밍적인 접근방법으로 충분히 추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메신저들은 그런 DB 를 

암호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하지 않은 채 저장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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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점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o  스마트폰에 흔이 깔려있는 메이져급 메신저들이 친구목록들과 대화내용, 송신날짜 그리고  

(V 사 모바일 메신저 의 경우) 그 외의 다른 정보들까지 평문으로 저장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o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특히 보안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o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런 Database 들이 프로그램적으로 접근만한다면 누구나 쉽게 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해커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6. 기타 

o 비록, 확인된 Database 들이 비록 메신저의 DB 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 법정도 사용되는 만큼 민감한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o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메이저급 메신저들이 

아직도 그저 DB 에 평문으로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