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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ility Analysis 
Android 

캡스톤 3조 - 오미자(五味者) 

이수민 장지원 정준식 장석상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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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확인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apk 파일 형태로 추출한다 

(2) 추출된 apk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여 취약점을 분석을 실시한다 

(3) 취약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리포팅 형태로 제공한다 

Server 

SSL 

Data 

Leakage 
Intent 

DB 

Report 

취약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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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UI 

• Preprocessing 

• Insecure Data Storage  

• Weak Server Side Controls  

•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 Improper Session Handling 

• Side Channel Data Leakage 

- 분석을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선택- - 권한 및 상세 내역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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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 : 어플리케이션 삭제 
- Export : Apk 파일 추출 후 서버 전송 - Reporting 결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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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분석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접근하는 Web URL, Server URL 을 추출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Activity와 

Service의 패키지명을 추출 

- 분석 절차 - - 실행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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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분석을 위한 디컴파일    
     추출 과정 
 
리눅스 쉘 스크립트로 구현하여 
자동으로  java source를 추출 

- Android의 경우 /data/data/분석 패키지명/databases/의 경로로 DB저장 
- apk파일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application의 패

키지명을 추출 후 application이 생산한 DB파일에 접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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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s Scanner 

- 진행 순서 - 
  Network Traffic Controller -> Process Controller -> 
  Automatic Module -> Scanner   

- 문제 -  

단순 암호화만을 통해 잘못 설계

된 프로토콜의 경우 스니핑된 패

킷을 동일하게 재생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

한 Replay attack 기법을 통해 공

격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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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 

SSL(Secured Socket Layer)방식

을 이용해 암호화된 패킷을 젂

송 하는 방법을 사용 

Activity / Service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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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card/Android/data/[Package Name]/cache 

     경로에서 과거 사용자가 송수신한 이미지 파일 열람  

     가능 

 
1. 사용자 : 취약점 분석이 완료된 리포팅 결과를 토대로  
               차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자 : 리포팅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확인 후에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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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1)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
안이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핸드폰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기존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보안상 안전한
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2.  개발자 
 
1)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출시 전 보안상 취약한 부분

이 있는지 리포팅 결과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확인 후 출시할 수 있다 
 

2) OWASP10 에 근거하여 제작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시큐어 코딩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보안상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2014-05-27 

12 

- 카카오톡 - 

- BETW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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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LINE - 

- TicT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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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보고서 제작(KISA 제출) 
 
이번 DB분석을 통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의(네

이버 LINE, BETWEEN, TicToc 등) 채팅내용, 친구목록, 송신 수신날짜 등을 

평문 그대로 DB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취약점 분

석 보고서를 만들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