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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  안드로이드 랫폼은 여러 보안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하나는 퍼미션(permission)이다. 만약 

퍼미션이 오용 될 경우 보안상의 험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은행 

앱에 한 퍼미션 사용 황과 안드로이드의 퍼미션 체계에 한 문제 을 분석하며 이을 해결하기 

한 응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iPhone이 출시된 이후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필

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스마트폰 랫폼 에서 안드

로이드 랫폼은 우리나라에서 90%이상의 유율을 보이

고 있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4을 유하고 있

을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3년도 세계 랫폼 유율[1]

 

앞에서 언 했듯이 스마트폰은  사회에서 필수품으

로 인식되어 개인의 일정이나 치정보, 주소록 등 사생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랫폼은 여러 보

안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에 퍼미션은 다른 앱  시스

템 자원에 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이다. 

1) 교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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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주소록, GPS, SNS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리소드에 한 퍼미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앱을 설치할 

때 앱이 요구하는 퍼미션에 해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요구하는 퍼미션마다 선택 으로 허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

을 경우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앱이 가지는 기능

에 비해 과도한 퍼미션을 요구하는 앱은 사용자가 인지하

지 못하는 악성행 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앱의 퍼미션 사용실태를 분석하기 하

여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 은행 앱들의[2] 퍼미션 사용 황을 조사,분석하 다. 

한 과도한 퍼미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분석하고 응방안을 제시한다.

2. 퍼미션의 구조

   앱은 .APK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압축 일이다. .APK

에 포함된 매니페스트(AndroidManifest.xml) 일은[3] 버

, 퍼미션, 패키지명 등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필요한 정

보를 담고 있다. (그림 2)는 .APK의 일 구조를 보여 주

는 것이며, 매니페스트 일의 치를 알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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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앱의 일 구조  매니페스트 일의 치

앱이 다른 앱이나 시스템 자원에 근 하려면 한 

퍼미션을 얻어야 한다[5]. 를 들어 인터넷과 주소록을 

사용하는 앱은 (그림 3)과 같이 매니페스트 일에서 

“ a n d r o i d . p e r m i s s i o n . I N T E R N E T ” 과

“android.permission.READ_CONTACTS” 퍼미션을 기술

해 주어야 한다. 퍼미션은 특정 문자열로 정의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퍼미션은 196개이다[6].

(그림 3) 매니페스트에서의 퍼미션 설정

앱은 설치될 때, 요구되는 퍼미션을 사용자에게 공지하

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요구되는 퍼

미션의 일부만 공지하고 있다. (그림 4)는 어떤 앱의 설치

할 때 퍼미션을 공지하는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공지되는 

퍼미션은 12개이나 실제 매니페스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퍼미션은 (그림 5)와 같이 25개이다. 한 사용자는 퍼미

션에 해 모두 허용하여 설치를 하거나 모두 허용하지 

않고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밖에 선택할 수 없어, 일부 

퍼미션만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림 4)에서 요

구되는 퍼미션은 통화(CALL_PHONE), 재 치

( A C C E S S _ F I N E _ L O C A T I O N , 

ACCESS_LOCATION_EXTRA_COMMANDS), 내 메시

지(READ_SMS,SEND_SMS)등 12개의 퍼미션이다. 만약, 

사용자가 치정보 수집만을 허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앱

의 설치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그림 4) 앱의 설치 시 사용자에게 공지하는 퍼미션

  

3. 퍼미션의 사용 황 [6]

   퍼미션 사용의 정성을 분석하기 해 유사 기능을 

하는 여러 은행의 앱들에 해 매니페스트에 있는 퍼미션

의 사용 황을 분석하 다. 은행 앱이 제공하고 있는 기

능은 유사하지만 요구하는 퍼미션은 편차는 (그림 6)와 같

이 매우 크다. 은행 앱들이 요구하는 퍼미션의 개수는 평

균 17개인데 평균 이상으로 퍼미션을 요구하는 은행 앱들

은 18개  8개이다. 그 에서 가장 많은 퍼미션을 요구

하는 N은행 앱은 32개의 퍼미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 은 퍼미션을 요구하는 M은행 앱은 7개의 퍼

미션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기능 수행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퍼미션 외에 불필요한 퍼미션을 과도하게 요구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다.

(그림 5) 실제 매니페스트 일에 기술한 퍼미션 

(그림 6) 은행 앱들의 퍼미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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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미션 오용으로 인한 험성

   본 논문에서 퍼미션의 오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 을 4가지로 분석하 다.

(1) 과도한 퍼미션 사용

   앱이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 앱은 해당하는  

퍼미션을 요구한다. 하지만 앱이 가지는 기능에 비해 과도

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과도한 퍼미션 사용은 사용자

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 를 하도록 오용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를 들어 (그림 7)은 가장 많은 퍼미션을 요구

하는 은행 앱의 매니페스트 일이다. (그림 7)의 매니페

스트는 인터넷, SNS, 주소록에 한 퍼미션 등이 기술되

어 있다. 그  SNS, 주소록은 민간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것이 악용되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악성행

를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림 7) 은행 어 리 이션 퍼미션 사용

(2) 앱의 퍼미션에 한 축소된 공지

   앱의 설치 시, 요구되는 퍼미션을 모두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공지된 퍼미션만을 요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만약 요구된 퍼미션을 모두 공지한다면 사용자는 

앱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는 앱의 설치 

시, 요구되는 퍼미션을 모두 인지하여 설치할 선택권을 가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림 8) “3D Compass Lite“ 앱의 퍼미션 제어

(3) 퍼미션 일부에 한 사용자 선택권 부재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퍼미션이 있더라도 모두 허용해

야만 앱을 설치할 수 있다. 퍼미션 허용에 한 선택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4.2 버  이상부터는 설정앱에 “App Ops” 

기능이 추가 되었다[7]. App Ops를 통하여 사용자는 설치

된 앱의 퍼미션들에 하여 각각 제어할 수 있다. (그림 

8)은 “3D Compass Lite” 앱의 퍼미션을 제어하는 화면이

다. 그러나 App Ops도 모든 퍼미션을 공지하지는 않고 

있다.

(4) 앱의 오동작

   App Ops 기능으로 사용자가 각 퍼미션에 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된 앱이 요구하는 퍼미션을 허용

하지 않을 경우 오작동을 일으켜 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9)는 App Ops 기능을 이용하여 “3D 

Compass Lite”앱의 카메라에 한 퍼미션을 불허하 을 

때의 오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3D Compass Lite” 앱의 오동작

5. 응방안

   앞에서 언  퍼미션에 한 문제  4가지에 한 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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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퍼미션 사용에 응방안

   은행앱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주요 앱의 경우 

퍼미션에 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퍼

미션을 사용하여 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은행앱은 여러 은

행업무를 지원하는데 기능별로 별도의 앱으로 구성된다. 

기능에 따라 앱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퍼미션 사용하도록 하면 과도한 퍼미션 사용을 다소 일 

수 있다.

(2) 앱의 퍼미션에 한 축소된 공지의 응방안

   앱을 설치할 때 요구하는 퍼미션의 공지는 랫폼에서 

지원 해주어야 한다. 설치 후에는 App Ops 기능을 통해

서 사용하고 있는 앱이 요구하는 퍼미션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App Ops 기능도 앱이 요구하는 모든 

퍼미션을 공지하도록 한다. 의 방법으로 사용자는 설치

할 때 혹은 설치 후에도 앱이 요구하는 모든 퍼미션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퍼미션 일부에 한 사용자 선택권 부재의 응방안

   앱을 설치할 때 AppOps 기능을 추가하여 앱이 요구하

는 퍼미션에 하여 각각의 허용유무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설치 후에도 AppOps 기능을 이용한 퍼미

션 각각의 허용유무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앱의 오동작의 응방안

   App Ops 기능을 이용하여 퍼미션을 제어할 때 앱이 

지되는 문제는 앱을 개발할 당시 퍼미션 허용 유무에 

따른 기능을 제어하도록 코드를 작성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PackageManager 클래스의 checkPermission 메소드

를 이용하면 각 퍼미션에 한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다. 

퍼미션을 필요로 하는 코드 부분에 해서는 퍼미션 소유 

여부에 따라 동작 여부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0)은 웹 라우 에 우석 학교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코

드이다. 이를 해서 android.permission.INTERNET 퍼미

션이 필요하다. checkPermission 메소드를 이용하여 퍼미

션이 없을 경우 퍼미션을 허용하도록 안내하는 창을 띄우

고, 홈페이지 출력하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퍼미션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오

동작을 일으키지 않고 나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그림 10) checkPermssion 메소드의 사용

6. 결론

   안드로이드는 보안을 해 퍼미션 기능을 제공한다. 그

러나 퍼미션의 오남용은 심각한 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퍼미션 사용의 문제 으로는 과도한 퍼미션

의 사용, 앱의 퍼미션에 한 공지, 퍼미션 일부에 한 

사용자의 선택권, 앱의 오동작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응방안은 첫째, 퍼미션에 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한 

퍼미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둘째, 랫폼에서 앱을 

설치할 때 요구하는 모든 퍼미션 공지을 하며, 설치 후에

는 AppOps 기능을 통해 앱이 요구하는 모든 퍼미션을 공

지하도록 한다. 셋째, AppOps 기능을 이용하여 앱이 요구

하는 각각의 퍼미션에 한 허용유무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PackManager 클래스의 

checkPermission 메소드를 통한 퍼미션 허용여부에 따른 

기능제어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한다.

   퍼미션에 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해서는 추후의 구

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http://macnews.tistory.com/m/post/view/id/948.

[2]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

action?menuNaviId=559&boardBean.brdid=101529&boardB

ean.menuid=559.

[3] http://developer.android.com/guide/topics/manifest/

manifest-element.html.

[4] Taenam Cho, Jae-Hyeong Kim, Hyeok-Ju Cho, 

Seung-Hyun Seo and Seungjoo Kim, "Vulnerabilities of 

Android Data Sharing and Malicious Application to 

Leaking Private Information," ICUFN 2013, pp. 37-42, 

July 2013.

[5] http://developer.android.co.m/guide/topics/manifest/

permission-element.html

[6] Taenam Cho, Yunki Kim and SungBong Han and 

Seung-Hyun Seo, "Potential Vulnerability Analysis of 

Mobile Banking Apps," ICTC 2013, Oct. 2013.

[7]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3/dec/20/

android-apps-permission-app-ops.

- 4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