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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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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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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1) 어플리케이션과 가상 서버 사이의 통신을 학습한다. 

 Apk 파일을 추출 및 GCM과 전송모듈을 사용하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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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가지 취약점 분석을 위한 ADB 및 Android 제어를 학습한다.  

가. Insecure Data Storage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 

 내부의 DB 를 생성/접근 할 때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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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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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Log, Error Log 등을 통해 데이터 누수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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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SDK 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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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클라이언트 

2.2.1.1.  전체적인 UI제작 및 모바일 내 Application apk추출 

 

 

 

 

 

 

 

 

 

 

<그림 1>    <그림 2>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키면 <그림 1>과 같은 화면이 보인다. 사용자의 기기에 

설치되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들을 보여준다. 

목록들 중에서 사용자가 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 할 경우, <그림 2>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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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해당 권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 

<그림 2>의 화면에서 EXPORT APK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추출되는 과정을 거쳐 

서버로 전송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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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Application의 APK파일 추출 모듈 구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는 없지만, 코딩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root/data/app 폴더에 apk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apk 파일의 이름이 같지 않을 수 있고, apk 파일명은 반드시 패키지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출을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명을 획득해야 한다. 

타겟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명으로 apk 파일을 찾아내고,해당 apk 파일을 http 와 php 통신을 

통해 파일을 서버로 전송한다. 

 

2.2.2  서버 

 

<그림 3> 

 

2.2.2.1. 개발환경 구축 

 Backtrack 5 OS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푸시 알림 서비스를 위한 Tomcat 웹 서버를 구축하였다. 

또, 서버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위해 Nessus를 구축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리버싱을 위한 전 처

리과정으로 Android Reversing Engineering도 함께 구축하였다. 

 

2.2.2.2. Server-Client 전송모듈 구현 

 대부분의 APK파일 같은 경우, 30M가 넘어가지 않는 경량파일이므로 소켓통신으로 할 시 리소

스를 낭비할 수 있으므로 Http통신을 통한 전송모듈을 구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php명령어를 통하여 전송되는 apk파일을 서버에 저장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 패키지명을 갖고 있는 파일이 지정한 경로로 들어오도록 명령어를 구

성했고,경로로 들어온 apk파일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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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Preprocessing – 동적 분석을 통한 URL 및 Package 수집. 

동적 분석의 경우 DroidBox 와 Scap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DroidBox 실행 후 검사하고자 하

는 apk 파일을 가상 머신에서 구동하여 이벤트를 랜덤하게 발생시키게 되고, 실행 결과에 따른 

결과물에서 패키지 명을 뽑아내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Scapy에서는 네트워크 접근 내역(URL, IP)을 뽑아 낼 것이다. Scapy는 통신하고 있는 URL, IP, 

ICMP, TCP/UDP 등 패킷 캡쳐하는 도구로 DroidBox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기에 Scapy를 

사용하였다. Scapy는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URL을 뽑아내는 파이썬 코드는 작성하였고, 

IP를 뽑아내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 중이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테스트 과정으로 DroidBox 쪽 자동화 

과정과 Scapy 자동화 과정을 따로 진행 중이며 추 후에 쉘 스크립트를 합쳐 동적 분석이 자동으

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2.2.2.4. Preprocessing – APK Decompile 자동화 모듈 구현 

 

<그림 4> APK Decompil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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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apk 파일에서 java 소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은 decompile 과정이 필요하

다. apk 파일을 zip 확장자로 변경 후 압축을 풀면 classes.dex 파일과 xml, resource 파일들이 나

온다. 여기서 classes.dex파일을 dex2jar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dex파일을 java의 압축파일 형식인 

jar파일로 나오고 jar 파일을 풀어보면 java파일들이 컴파일된 class파일들이 있다. 이 class파일들

을 j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Java Decompile하면 java 소스파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 .apk 파일이 java 소스로 디컴파일 

<그림 5>는 샘플 apk파일을 java로 디컴파일한 결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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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ecompile Process 자동화 쉘스크립트 

디컴파일 추출을 리눅스 쉘스크립트로 구현을 하여 자동으로 java source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2.2.2.5. Application에서 접근하는 서버 취약점 자동화 모듈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

픽 제어 

 
<그림 7> 

 

 Android Application이 접근하는 서버 취약점 분석은 메타스플로잇에서 제공하는 Nessus모듈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Nessus는 모의해킹을 통한 서버 취약점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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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시행 시, 서버에 트래픽이 과부화될 수 있다. 때문에, 타겟 서버의 네트

워크 트래픽을 제어하면서 서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네트워크 트래픽은Traffic Controller부분에서 제어하도록 트래픽셰이핑(Traffic Shaping)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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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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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취약점 분석기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버 IP를 점검할 때 동일하게 트래픽을 제어

해야 하므로 아래 모듈들을 그룹화하여 그룹별 대역폭을 할당하게 하는 HTB(Hierarchical Token 

Bucket) Queuing정책으로 구현하였다.부모 클레스를 최상위에 하나를 두고 모듈이 작동할 시 자

식 클래스에 동일한 대역폭을 부여함으로써 트래픽을 나눌 수 있다. 

 

 

<그림 8> HTB Que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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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계획된 대로 진행 되어 수정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그림 9> Server 진행 상황 

 
<그림 10> Client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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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의 구조는 모두 구현이 완료되어 리포팅모듈의 구현만을 남긴 생태이고,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이 완료 될시푸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GCM(Google Cloud Message)서비

스만을 남겨두고 있다.또한 현재까지 Preprocessing 모듈의 80%가 구현되어있다.프로젝트의 핵

심이 되는 기능인 취약점 분석모듈을 위한 Preprocessing 모듈 구현 작업을 마무리 한 후,취약

점 분석모듈 구현에 들어갈 예정이다 

4.1.1  Insecure Data Storage(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 

 

 

<그림 11> Insecure Data Storage 

 

Preprocessing모듈에서 디컴파일을 통해 추출된 소스코드를 Python에서 제공되는 정규식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를 탐색할 것이다.데이터 저장의 위험 유무는 다음 표를 토대로 확

인할 예정이다. 

 

NO Checks Analysis Logic 

1 

  이 어플리케이션은 적절한  

 파일을 통해서 중요 정보가  

 세어나가는가? 

 Check for presence of putString 

 MODE_PRIVATE 

 MODE_WORLD_READABLE 

 MODE_WORLD_WRITEABLE 

addPreferencesFromResource in Source Code 

2 
  이 어플리케이션은 SD 저장장치를 

 통해서 중요 정보가 세어나가는가? 

 Check for presence of 

 WRITE_EXTERNAL_STORAGE IN Android 

 Manifest File and 

getExternalStorageDirectory(), sdcard in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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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어플리케이션은 SQLite db 를  

 통해서 중요 정보가 세어나가는가? 

 Check for presence of db, sqlite, database, insert,  

 delete, select table, cursor, rawQuery in Source code 

 

이러한 정적분석의 과정이 끝난 후,SQLCiper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부분에서 암호화 유무를 가

려 취약점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4.1.2  Weak Server Side Controls 

4.1.2.1. 웹 브라우저 취약점 점검 

 

<그림 12> WebView Vulnerablity Testing 

 

 안드로이드에서 접근하는 웹 뷰에서의 취약점 분석은 추출된 URL 바탕으로 점검을 수행할 

것이다.웹 취약점 분석에 대한 모듈은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탐지 방식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Injection 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할 예정이다.취약점 판단은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에서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대표 기관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Injection 에 대한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Ⅱ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자동화 툴 

팀 명 오미자 (五味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4-10-07 

 

캡스톤 디자인 Ⅱ Page 15 of 19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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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OWASP Top 10 

 

4.1.2.2. Application Server 취약점 점검 

Application Server 취약점에 대한 분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모의해킹 기반의 Metasploit 을 

사용하여 서버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취약점 분석에 사용되는 Metasploit 의 

Nessus 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서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서버에 대한 취약점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14> Server 취약점 점검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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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모듈은 진행중에 있으며 Traffic Controller 모듈은 완성이 된 상태이다. 

 

① Process Controller 

취약점 스캐너의 Job 을 제어하는 부분이다. 서버의 CPU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IP 의 취약점을 점검 하기 위해서 FIFO  정책을 기반으로 스캐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값을 주어 Job 을 제어한다. 

② Automatic Module 

취약점 스캐너의 자동화를 위한 부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할 모듈은 

Metasploit 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파일이다.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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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의 동적 분석을 통해 Activity 와 Service, Intent 의 주기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후에 어플리케이션의 Stack 을 분석하여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취약점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4.1.4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불충분한 전송 계층 보호) 

 

<그림 15>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User 
Mobile App. 

Proxy 

Server 

   Origin Server 

   (We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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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전송 사이에 

Proxy 서버를 구동하여 모든 패킷을 sniffing 하여 로그를 받는다. 특히 중요한 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 유무를 점검을 한다. 

 

- 전송하는데 주의해서 체크해야 할 Code 

Analysis Logic Code 

Check for presence of http://,  

HttpURLConnection 

URLConnection 

URL 

TrustAllSSLSocket-Factory 

AllTrustSSLSocketFactory 

NonValidatingSSLSocketFactory in Source code 

 

4.1.5  Side Channel Data Leakage(주변 채널에 의한 데이터 누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민감한 정보 노출이 될 수 있다. 

Web Caches, Keystroke logging, Screen shot, Temp directories or files, System log, 사용자가 개발

할 때 편의를 위해 설정해둔 로그함수들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개발자가 디버깅을 목적으로 하는 Log클래스 사용여부를 체크한다. 그 Log안에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다면 취약하다고 본다. 또한 Pytho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실행 전 Temp 파

일 수와 Web Cache 파일 수를 기록해두고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그 두 수를 비교하여 생성된 

Cache, Temp 파일을 추출할 것이다. 추출된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 그 내용에 민감한 

정보를 체크 할 것이다. 

 

 

 <그림 16> 개발자가 디버깅 목적으로 username과 password를 로그로 남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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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Logcat을 통해 username과 password가 로그에 저장되는 모습 

 

- Side Channel 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Code 

No Check Analysis Logic Code 

1 
Side Channel Data 를 통해 

기기정보를 다루는 코드 

Check for the presence of uid, user-id, imei, deviceId, 

deviceSerialNumber, devicePrint, X-DSN, phone, mdn, 

did, IMSI, uuid in Source code 

2 
Side Channel Data 를 통해 

위치정보를 다루는 코드 

Check for the presence of getLastKnownLocation() 

requestLocationUpdates() 

getLatitude() 

getLongitude() 

LOCATION in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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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캡스톤디자인2 수정사항 

캡스톤디자인 2 를 진행하며, 5 가지 진행 사항 중, Side Channel Data Leakage(주변 채널에 의한 

데이터 누수)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여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여러 가지 주변채널 중, Cache 에 남아있는 사용자의 사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K 사 Cache> 

 

K 사의 Cache 내용을 본 결과를 보면, 데이터의 위치, 내용(사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Cache 는 속도 향상을 위해 미리 복사해 놓는 임시 장소 이므로, 사용자가 주고 받은 사진 

이외에도, 아이콘, 광고, 테두리 이미지 등 분석에 필요 없는 데이터도 상당수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가 발생시킨 사진(캐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검증한 후, 캡스톤디자인 1 에서 진행 했던 내용 이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진행해야 한다. 

 

5 애로 및 건의사항 

매주 회의를 통해 각자 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토의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