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환 

안드로이드 역공학 
SeOne Forum 



CONTENTS 

2 

소개 및 개요 

이해 

분해 

재구성 

1 

2 

3 

4 

p. 3 

p. 31 

p. 7 

p. 25 

시연 5 

p. 13 



소개 및 개요 



Who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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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지 환 

• CERT-IS 회장 

• BOB 3rd 

• 관심분야 

  - System Hacking 

  - bug-hunting 

  - Reverse Engineering 

 

• blackcon.tistory.com 

• 131ackcon@gmail.com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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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종류 

  1)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예 : 악성코드 분석, 뱅킹 앱 변조, 게임 Money 변조 등) 

  2) 어플리케이션 분석 후 패킷 리빌딩 (예 : 카카오톡 봇, 카드결제, IoT제어 등)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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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공학의 핚 분야 

•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각종 문서 및 설계 기법의 데이터를 역으로 얻어내는 것 

• 용도 : 악성코드 분석,  취약점 분석, Just For Fun … 

리소스 추출 소스코드 분석 

행위 분석 



이해(理解) 
[명사]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Androi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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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K(Software Develop Kit) : 안드로이드 Develop Kit 

2. NDK(Native Develop Kit)   : 안드로이드 개발시 C코드로 개발핛 수 있게 하는 Develop Kit 



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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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Structure 

10 

Signature 
(50 5b 03 04) 

Apk = zip 



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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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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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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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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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分解) 
[명사]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 



APK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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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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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Structure 

18 

*.apk Directory 

unzip *.apk 또는  
apktool d *.apk 

Zip –r dir out.apk 또는 
Apktool b dir –o out.apk 



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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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Directory 

lib 

unzip *.apk 또는  
apktool d *.apk 

Zip –r dir out.apk 또는 
Apktool b dir –o out.apk 



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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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Directory 

lib 

Classes.dex 

unzip *.apk 또는  
apktool d *.apk 

Zip –r dir out.apk 또는 
Apktool b dir –o out.apk 



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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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Directory 

lib 

Classes.dex Classes.jar 

unzip *.apk 또는  
apktool d *.apk 

Zip –r dir out.apk 또는 
Apktool b dir –o out.apk 

dex2jar 



AP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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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 Directory 

lib 

Classes.dex Classes.jar 

*.smali 

unzip *.apk 또는  
apktool d *.apk 

Zip –r dir out.apk 또는 
Apktool b dir –o out.apk 

dex2jar 

baksmali *.dex smali [*.smali를 포함핚 디렉토리] 

• An assembler/disassembler for Android's dex format 
    (C와 어셈블리어의 관계와 유사) 



SDK - Dex2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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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2jar 

Dex파일을 jar파일로 변환 



SDK - jd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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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ui 

Java Decompiler 



SDK – baksmali(dex->s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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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mali 

Dex파일을 smali파일로 변환 



NDK – IDA, g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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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gdb 



재구성(再構成) 
[명사] 핚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 



Smali(*.smali -> classes.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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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 

Smali -> dex 



Repackaging(zip, apk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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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파일 생성했으니 설치 



Repackaging(zip, apk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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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파일 생성했으니 설치 



Sign - key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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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tool : 서명파일 생성 



Sign - jar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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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signer : 어플리케이션 서명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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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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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기존 파일 삭제하기 

서명 다시 하기 



시연(試演) 
[명사]무용이나 연극 따위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상연함. 



원본 vs 변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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