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411

● 요   약 ●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보안의 위협이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바인더

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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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구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한 구매율

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content matters 2017에 의하면 구매정보를 위해 선호하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만 해도 PC에 의한 

구매정보 및 구매가 72%로 높은 편이었으나 2016년에는 스마트폰이 

62%로 PC 26%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본 논문에서는 향후 더욱 증가할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거래를 

위하여 안드로이드 OS기반 스마트 디바이스의 데이터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Gartner의 2018년 글로벌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에 의하면 안드

로이드는 전체 85.9%이고 iOS는 14%의 점유율로 조사되었다[2]. 

안드로이드 OS를 적용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안드로

이드OS에서 안전하게 거래에 대한 transaction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에서 바인더의 역할은 크다.

객체지향 가능한 운영체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애플리케이션 

보다는 서비스중심의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한다. 

커널에서 바인더는 misc device로 등록되며 바인더의 기본 데이터

를 다루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자료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3] 

struct binder_proc{

struct hlist_node proc_node;

struct rb_root threads;

struct rb_root nodes;

...

long default_priority;

struct dentry *debugfs_entry;

}

Table 1. binder data structure

다음은 안드로이드 바인딩 중 언바운드 서비스와 바운드 서비스의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다[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412

unbount : 

call to startService()

-> onCreate() -> onStartCommand() -> onDestroy -> 

Service shut down

bound : 

call to bindService() -> onCreate() -> onBind() -> Clints are 

bound to service -> onUnbind()-> onDistroy() -> Service 

shut down

Table 2. unbound and bound process

본 논문에서는 바인터 인텐트와 AndroidManifest.xml 에 선언된 

permission 중 service manager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과 보안 위협을 탐지하여 다양한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OS의 바인더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거래데이터를 보호하고 transaction이 일관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①content provider 체크 

② binder ipc call 체크

③ service_manager실행 및 바인더 드라이버를 통한 

   데이터 검색 

④ 데이터 체크 및 오류 탐지 

Table 3. process 

위의 프로세스 각 과정별 세부적으로 메타데이터에 대한 조정과 

검색을 통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다양한 거래 및 악성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오류 추적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IV. Conclusions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에 대한 거래는 60% 이상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OS 바인더의 구조에 대한 관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상의 거래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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