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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 의 안드로이드 랫폼은 오  소스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 폰 제조사와 통신 사업자, 일반 사용

자들의 많은 심을 받고 있으며 2013년 2분기에는  세계 스마트 폰 시장에서 유율 79.3%라는 결

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높은 유율만큼 안드로이드 랫폼에 한 공격들 한 많아

지고 있다.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안드로이드 랫폼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해 많은 보안 기능들이 

안드로이드에 탑재되고 개선되고 있지만, 보안 기능이 개선되는 만큼 새로운 보안 취약성들도 발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응용 로그램 권한 기법에 한 보안 취약성을 분

석하고 그에 한 향상된 보안 책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PC와 같이 데이터 속 기능과 용량의 장소, 

높은 처리속도의 CPU 등을 탑재한 스마트 폰에 한 

심의 증가만큼 많은 사용량 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

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랫폼은 오  소스의 특성으

로 인하여 스마트 폰 제조사, 통신 사업자, 일반 사용자 

등이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

고 있다[1]. 이러한 안드로이드 랫폼의 장 으로 인해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조사결과, 2013년 2분기  세계 스마트 폰 시장에서 안드

로이드의 유율이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안드로이드 랫폼이  세계 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악의 인 공격의 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 응책으로 구 에서는 다양한 보안 기능

을 안드로이드에 탑재  개선하고 있으나, 보안 기능이 

개선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새로운 보안 취약성이 존재한

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보안 기능  안

드로이드 응용 로그램 권한 리기법에 한 보안 취약

성의 분석과 이에 한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응용 로그

램 권한 기법과 그에 한 보안 취약성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응용 로그램 권한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 

기법에 한 안 성을 분석하고, 5장을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본 연구는 미래부가 지원한 2013년 정보통신� 방송(ICT)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 련 연구

2.1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 권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오용되거나 악용될 경우 네트워

크, 디바이스 데이터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는 자원에 응

용 로그램이 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해 기본 으로  

응용 로그램들은 시스템 자원  제한된 역만 사용이 

가능하다.

   응용 로그램이 근하고자 하는 자원을 제한하는 방

법은 세 가지로 구 되어 있다. 첫 번째는 SIM 카드를 직

 제어하는 안드로이드 API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기능에 한 련 API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이 있

다. 두 번째 방법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화기능은 반드시 안드로이드 모바일 

랫폼에 기본으로 탑재된 화 응용 로그램에 한해서

만 동작하는 것을 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일부 민감한 API는 권한설정 보안 메커니즘을 

용하여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응용 로그램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일반 인 응용 로그램 개발자는 앞서 설명한 권한설

정 보안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보호 기능들을 사용하게 된

다. 이러한 보호 기능들을 사용하기 한 권한들은 고유한 

문자열로 구분되며 사용하고자 하는 권한들은 개발과정에

서 패키지로 추출되기 에 AndroidManifest 일에 명시

해야 한다. 다음 (그림 1)은 안드로이드 AndroidManifest 

일에 권한을 명시하는 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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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ndroidManifest 일에 권한 명시 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는 응용 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수행 에 특정 권한을 요구하게 될 때 해당 응용 로그

램의 권한을 확인하게 된다. 응용 로그램의 설치 과정에

서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이 한지 확인을 하

고, 실행 인 응용 로그램이 컴포 트에 근하거나 시

스템 컴포 트에 특정 작업을 수행 는 요청을 할 때에 

해당 응용 로그램이 다른 응용 로그램의 액티비티, 서

비스, 로드캐스트, 컨텐츠 제공자를 수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안드로이드 버  4.3 이 에는 응용 로그램 설치 시

에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을 허가해주면 해당 응

용 로그램은 요구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사용자는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들  일부만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보안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버  4.3 이후에는 ‘App 

Ops'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 설치된 응용 로그램

들이 획득한 권한들을 사용자 측에서 선택 으로 비활성

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2) App Ops 화면

2.2 응용 로그램 권한 리 기법의 문제

   재 안드로이드 모바일 랫폼에서의 응용 로그램 

권한 리 기법은 사용자에게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을 표시해주는 시 은 응용 로그램의 설치 과정뿐

이다. 한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의 필요성에 

한 설명도 간단하기 때문에 해당 권한이 언제 어떻게 호

출되고 쓰이게 되는지 사용자 측에서 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단하기에는 정상 인 

기능과 그에 정당한 권한을 요구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장하고 사용자의 에 직  표시가 되지 않는 백그라운

드에서 악성 행 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3)은 사용자에게는 정상 인 응용 로그램

으로 장하고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 행 를 하는 과정

의 시를 나타낸다.

(그림 3) SMS 내용 유출 과정

   이처럼 사용자에게는 기본으로 내장된 SMS 응용 로

그램보다 확장된 기능을 갖춘 SMS 응용 로그램으로 

장하고 SMS 응용 로그램이 기본 으로 요구하는 SMS 

송과 수신에 한 권한만을 가진 악성 응용 로그램을 

배포한다. 이후에 사용자의 단말기에 설치되고 나면 사용

자가 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

의 SMS 내용에 근하고 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상 인 기능에 필요한 권한만을 이용하여 악

성 행 를 하는 응용 로그램은 설치 시에 요구하는 권

한만으로 악성 행 를 하는 응용 로그램인지의 단과 

설치된 이후에 백그라운드의 악성 행 를 탐지가 어렵다.

3. 응용 로그램 제어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랫폼에서 악성 

응용 로그램이 자주 요구하는 권한들을 사용자가 사용 

허용하기 까지 해당 권한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운

체제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

    김 동 등[1]은 실제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재된 1,000

개의 일반 응용 로그램과 96개의 악성 응용 로그램의 

안드로이드 AndroidManifest 일을 분석하여 23개의 주

요 권한과 연 된 험도 지수를 산정하여 <표 1>와 같

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표 1>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험도 지수가 높은 권한들은 악성 응용 로그램에서 이

용될 확률이 높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이후 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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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 권한 종류
악성 응용 로그램 황

(A) (%)

일반 응용 로그램 황

(B) (%)

험도 지수

(A)-(B)

SEND_SMS 90.63        ㅁ  3.40        ㅁ 87.23   ㅁ

READ_SMS 75.00        ㅁ  2.90        ㅁ 72.10   ㅁ

SET_WALLPAPER 68.75        ㅁ  4.00        ㅁ 64.75   ㅁ

READ_CONTACTS 72.92        ㅁ 15.40        ㅁ 57.52   ㅁ

RECEIVE_SMS 64.58        ㅁ  8.20        ㅁ 56.38   ㅁ

WRITE_SMS 52.08        ㅁ  0.90        ㅁ 51.18   ㅁ

CALL_PHONE 66.67        ㅁ 19.20        ㅁ 47.47   ㅁ

WRITE_APN_SETTING 46.88        ㅁ  0.30        ㅁ 46.58   ㅁ

RECEIVE_MMS 45.83        ㅁ  0.40        ㅁ 45.43   ㅁ

RECEIVE_WAP_PUSH 42.71        ㅁ  0.20        ㅁ 42.51   ㅁ

WRITE_HISTORY_BOOKMARKS 73.75        ㅁ  5.20        ㅁ 38.55   ㅁ

READ_HISTORY_BOOKMARKS 43.75        ㅁ  5.30        ㅁ 38.45   ㅁ

READ_PHONE_STATE 95.83        ㅁ 66.20        ㅁ 29.63   ㅁ

MOUNT_UNMOUNT_FILESYSTEMS 31.25        ㅁ  2.30        ㅁ 28.95   ㅁ

WRITE_CONTACTS 32.29        ㅁ  5.20        ㅁ 27.09   ㅁ

GET_TASKS 40.63        ㅁ 23.20        ㅁ 17.43   ㅁ

INSTALL_PACKAGES 16.67        ㅁ  3.40        ㅁ 13.27   ㅁ

VIBRATE 55.21        ㅁ 42.80        ㅁ 12.41   ㅁ

ACCESS_COARSE_LOCATION 33.33        ㅁ 23.60        ㅁ 9.73   ㅁ

WRITE_EXTERNAL_STORAGE 84.38        ㅁ 77.50        ㅁ 6.88   ㅁ

INTERNET 96.88        ㅁ 96.90        ㅁ -0.02   ㅁ

<표 1> 주요 권한과 연 된 험도 지수 산정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을 권한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안

성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용할 수 있다. 만약에 사

용자가 가장 높은 강도의 안 성을 원한다면 악성행 에 

사용되는 주요 권한들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 성을 

낮추게 되면 험도 지수가 낮은 권한들은 사용자의 승인

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를 내리도록 한다.

   아래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용하

고 난 뒤, 응용 로그램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카메라 서비스 컴포 트에 바인딩을 수행할 때 권한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미 설치 과정에서 AndroidManifest 

일을 검사하여 응용 로그램이 요구한 권한에 한 유

효성 검증은 마친 상태이다

(그림 4) 응용 로그램 권한 제어 과정 시

① 응용 로그램이 카메라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서 

카메라 서비스 컴포 트에 서비스 호출을 요구한다.

② 카메라 서비스 컴포 트는 자신을 호출한 응용 로그

램이 자신을 이용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지 패키지 

매니 에 권한 소유 확인 요청을 하게 된다.

③ 패키지 매니 는 시스템에서 역 으로 유지하고 있

는 자료구조를 통해서 권한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해당 응용 로그램이 카메라 서비스

에 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아래 과정

을 생략하고 카메라 서비스 컴포 트에게 권한 사용 

불허 결과를 달하게 된다.

④ 해당 응용 로그램이 카메라 서비스 사용 권한을 소

유하고 있다면 이 권한을 실제로 동작하게 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질의를 하게 된다.

⑤ 사용자는 해당 권한을 응용 로그램이 사용해도 좋다

는 허가 는 불허 결과를 패키지 매니 에 달한다.

⑥ 패키지 매니 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권한 사용 허가에 

한 결과를 카메라 서비스에 달한다.

⑦ 패키지 매니 로부터 달받은 권한 사용 허가에 한 

결과를 카메라 서비스를 호출한 응용 로그램에 달

한다.

⑧ 카메라 서비스로부터 달받은 결과로부터 카메라 서

비스 기능을 수행하거나 외처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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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성 분석

   제안하는 기법은 악성 행 에 주로 이용되는 권한들에 

해서 응용 로그램이 해당 권한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

행하려 할 때 마다 사용자에게 해당 권한이 사용된다는 

을 공지하고 있다. 한 사용자가 해당 권한에 한 허

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에서 권한이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 공지함으로써 권한의 사용 지 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획득한 권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감지할 수 없도록 백그라운드에서 악성행 를 하는 것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음 (그림 5)는 제안된 

기법을 용한 후에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행 를 탐지하

는 제어 기법에 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제안된 기법을 이용한 악성행  탐지

   (그림 5)의 악성 응용 로그램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랫폼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SMS 응용 로그램보다 확

장된 기능을 수행하지만 SMS 응용 로그램으로 장된 

악성 응용 로그램으로 가정하고 있다. 만약 이 악성 응

용 로그램이 SMS 내용 유출 과정을 나타낸 (그림 3)의 

과정과 같이 권한의 남용을 사용자가 쉽게 감지해내기 어

렵게 하기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SMS의 내용을 읽기 

한 READ_SMS 권한을 SMS 서비스 컴포 트에게 서비

스 호출 메시지를 달하게 된다면 SMS 서비스 컴포 트

는 패키지 매니  서비스에게 해당 응용 로그램이 요구

하는 권한의 소유여부를 단하게 되고 해당 응용 로그

램은 SMS 응용 로그램으로 장하여 설치되었기 때문

에 패키지 매니 는 소유한 권한으로 단하게 된다. 하지

만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당 권한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허가 요청 공지를 띄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직  수행하지 않았던 READ_SMS 권한이 호출

된 것을 확인하고 악성 행 로 의심하고 해당 권한 사용

을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권한의 사용 불가를 받은 

악성 응용 로그램은 악성 행 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

처리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수행

하는 악성 행 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결론

    세계 으로 안드로이드 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많은 만큼 악의 인 사용자들에게는 안드로이드 

랫폼이 좋은 공격 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안드로이

드 랫폼을 개발한 구 에서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안

드로이드에 탑재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보안 기

능들 에서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 권한기법은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을 단말기에 설치되기 에 사

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사용자 스스로 응용 로그램의 

보안성에 해서 단하게 하고 설치를 차단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된 이후에는 응용 로그램이 요구하는 권한

이 합한 권한인지 시스템 스스로 확인을 하는 등의 보

안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의 스마

트 폰에 한 보안 의식이 PC에 한 보안 의식만큼 개

선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이 요

구하는 권한을 이용한 보안  등이 언제 어떻게 발생

하게 되는지 유추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부분의 응용 

로그램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고, 한 응용 로그램

이 합한 권한만을 요구하는 응용 로그램으로 장하

여 사용자의 단말기에 설치된 이후에 획득한 권한을 사용

자가 탐지하기 어렵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응용 로그램 제어 기법

을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응용 로그램의 권한 사용 시기

를 인지하게 할 수 있는 장 과 백그라운드에서 요구하는 

응용 로그램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공지하여 권한 사용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 향상과 안드

로이드 랫폼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안드로이드 보안기능이 지속 으

로 탑재되고 개선되는 만큼 신규 보안 취약 에 비할 

수 있는 기술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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