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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회사 소개 

주식회사 NSHC는 2001년 언더그라운드 해커 동아리에서 모임에서 시작하여 2003년 정보 보호 컨설팅 및 
모의해킹 서비스 사업 분야 진출, 2009년 통합 보안 관제, 정보 보호 컨설팅, 정보 보호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 분야를 통해 고객의 IT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Page 2 

회사명 (주) NSHC 대표자 허영일 

설립일 2003.03.28 홈페이지 http://www.nshc.net 

대표전화 031.458.6456~7 임직원수 35명 

본사 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1-1 동화빌딩 2층 201 

싱가포르 지사 9 Temasek Boulevard #37-01,  SUNTEC Tower 2 Singapore 038989 

통합보안
관제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솔루션 

 취약점 진단 및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인증 지원 

 보안 정보 제공서비스  
 침해 사고 대응/분석 
 365x24 ISAC 체계 구축 

 N-Safer 암호화 솔루션 
 스마트 폰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1) 일반 현황 

(2) 사업분야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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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최근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 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보안 위협들이 크게 주목받는 가운
데, 주요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를 준비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대
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보안문제 새 이슈 부각 
 
애플 아이폰이 28일부터 국내 시판되는 
가운데, 아이폰을 타깃으로 삼은 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잇따라 발견돼 
아이폰의 보안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아이폰과 
아이팟터치 사용자를 겨냥한 두번째 
웜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 웜은 
아이폰으로 네덜란드 ING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가입자를 타깃으로 
삼아,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 한다. 
 
이 웜은 사용자가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잠금장치를 해킹(jail-broken)한 아이폰의 
보안취약점을 노렸다.  

보이지 않는 아이폰의 보안위협 
 
보안전문가들은 탈옥을 하지 않은 정상적인 
아이폰에서도 보안위협이 내제돼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치기도 한다. 보안업계의 한 전문가는 
“애플컴퓨터 측은 아이폰이 아이튠즈를 거치거나 
앱스토어 자체서버를 통해서만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위협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 
...  
그러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컴파일 된 파일을 
검수하다보니 애플리케이션의 동작하는 부분만 
체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속에 숨겨진 
기능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스코드 속에 '특정 
환경에서 아이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봇넷을 
구성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돼 있다면 검출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다.     
... 
“정상적인 아이폰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외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도록 
멀티테스킹 기능을 막아놔 실시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봇넷의 가능성은 적다고 전해져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멀티테스킹 기능은 겉으로 보이는 
애플리케이션만 막혀 있을 뿐, 숨겨져 활동하는 
프로세스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확대됨과 아울러 다양한 잠재적 보안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음 
 
이번 안전대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 기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적정한 보안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안전대책은 ① 전자금융거래 부문, ②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 ③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되었음 
 
아울러 금감원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F」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범금융권이 공동 
대응할 계획임 

(1) 스마트 폰 주요 보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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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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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2009년 한해 순정(None Jail Breaking) 상태의 아이폰 단말 기기에서 40 여개의 보안 결함이 발표되었으며, 
제조사 측에서 일부 공식적으로 패치 하였으며, 일부 취약점은 현재까지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아이폰/아이팟 보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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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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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아이폰, 아이팟 단말 기기의 경우 최신 OS 버전(Firmware 3.1.3), 순정폰(None Jail Breaking) 상태에서도 
“멀티 테스킹” 환경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은닉 및 각종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 할 수 있습니다. 

(3) 아이폰 순정 폰 & 최신 업데이트 버전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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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 폰 & 최신 버전 해킹 가능 

 아이폰 순정/비순정 상태에서 취약 

   (인터넷을 통해 공격코드 및 동영상 확인) 

 

 

 

 

 

 

 

 화면 대기 상태에서 멀티 테스킹을 
이용한 좀비 프로세스 생성 가능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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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4) 금융권 침해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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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이폰의 SSH 접근에 대한 취약성을 이용한 최초 금융권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악성코드를 통
한 금융 기관의 개인 정보 탈취 및 금융 정보 노출 등의 발생이 우려 되고 있음 

웜/ 바이러스 출현, 피해 경고 

 “아이폰을 타깃으로 삼은 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잇따라 발견 
아이폰의 보안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2009년, NY 보도] 

 

 ING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아이폰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피싱을 
유도 한 사례 발견 

 

 Jail Breaking시 Root 패스워드의 
공개를 통한 다수의 웜이 출연하였음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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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전자금융거래 부문, ②기술적 
침해대응 부문, ③취약점 모니터링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되어 기존 PC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유사
한 보안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주요 안전대책 

전자금융거래 부문 

 ID/비밀번호 확인  일회용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다단계 가입자확인을 통해 
서비스 가입절차 강화 

 가입 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중요소 인증 (two-factor 
authentication) 적용 : 
공인인증서 or 
ID/비밀번호+OTP 

 거래인증방법(계좌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 전자서명)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적용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 

 “스마트폰↔금융회사” 전체 
통신구간에서 금융거래정보 
암호화 송수신 

 중요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 적용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 금지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예방대책 적용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등을 이용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 

 금융회사는 자체 보안전문 
인력, 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점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금감원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F」을 지속 운영하여 
범금융권과 공동 대응 

(1) 금융감독원 스마트 폰 안전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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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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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보안 위협 

해마다 아이폰/아이팟의 0-day (보안 취약점은 발견 되었지만, 벤더의 공식 패치(대책)가 없는 상황) 취약성 
발표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코드 및 프로그램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취약성 정보 

Milworm Exploit-DB 

(1) 아이폰 0-day 취약성 노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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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 8건의 신규 취약성 및 해킹 도구 공개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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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보안 위협 

해마다 아이폰/아이팟의 0-day (보안 취약점은 발견 되었지만, 벤더의 공식 패치(대책)가 없는 상황) 취약성 
발표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코드 및 프로그램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2) 아이폰 보안 위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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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안전한가? 

 아이폰 해킹 대회에서 20초 만에… 

 

 

 

 

 보안 전문가 스마트 폰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개인/금융 거래 탈취 가능 
[첨부1. 모의 해킹시연 자료.PPT] 

 

 IPAD 출시 하루만에 해킹…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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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rora Feint 
In July 2008, the popular iPhone game Aurora Feint was the first 
application to be pulled from the App Store due to privacy 
concerns. The game would upload all the contacts stored in the 
iPhone to the developer’s server, allegedly to discover if any of 
the user’s friends also play that game. 
  
2. 3MogoRoad 
In September 2009, the Swiss road traffic information application 
MogoRoad was pulled from App Store after users complained 
they got sales calls from the company. MogoRoad is back on 
App Store after Mogo’s explanations12. 
  
3. Storm8 complaint 
In November 2009, a federal lawsuit was filed in California 
against iPhone applications editor Storm8, whose games had 
already been downloaded more than 20 million times. The games 
were harvesting the user’s phone number13 without encryption. 
Since then, Storm8 games have stopped collecting the users’ 
phone numbers. 
  
4. Pinch Media 
Pinch Media14 is a free analytics framework used by many Phone 
developers. It collects anonymous usage data from mobile phone 
applications and could be compared to Google Analytics. 
  
5. Ikee 
Ikee is the first known iPhone worm. It changes the iPhone’s  
allpaper and displays a photograph of 1980s singer Rick Astley 
with the words Ikee is never gonna give you up. It was written by 
a 21-year old australian programmer, who was subsequently 
hired by the Australian iPhone development company 
mogeneration. 
 
 
  

(1) Zero Day 취약성 List (-2)  

별첨 #1  iPhone Zero Day 취약성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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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kee.B  (Duh) 
(Ikee 바이러스의 변종)  
 
7. Dutch 5 e ransom 
This worm locked the screen with the following message: 
Your iPhone’s been hacked because it’s really insecure! 
Please visit doiop.com/iHacked and secure your iPhone right 
now!, until the user had paid a 5 e ransom on a PayPal 
account. The Dutch hacker has now taken down his PayPal, 
returned the money he earned and published free instructions 
on how to remove the backdoor. 
  
8. iPhone / Privacy.A 
This worm steals personal data but, unlike the previous 
worms, does not reveal its presence. 
  

Ikee에 감염된 iPhone 

http://doiop.com/iHacked
http://doiop.com/iH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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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폰 PDF 취약성에 대한 이해  

별첨 #2  iPhone PDF 취약성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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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관련 아이폰의 취약성 부분은 아이폰의 OS상의 결함으로 
알려져있으며,  
애플사에서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긴급 패치를 통해 문제를 보완 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관련 지식에 무지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의 OS
를 패치하지 않거나,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아이폰 OS의 결함은 아이폰을 통해 내장된 웹브라우저(사파리)를 
통해 웹사이트를 접속할때, 부속 페이지로 위장된 PDF파일을 열게 
되면서 그 안에 숨기워진 악성코드가 자동적으로 아이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주목된다. 
 
이는 궂이 탈옥폰(JB)이 아니더라도, 패치하지않은 모든 ‘순정폰’은 동
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 위험한 것은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폰에 악성코드가 감염되
고, 연이어 작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가 삽입된 PDF파일 사례는 다행스럽게도 ‘탈
옥(JB)’정도 만을 유도하는 코드가 삽입된 경우였지만, 동일한 방법
으로 모든 악성코드를 ‘순정폰’에 감염시킬수 있다는 사실이 더 위협
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아이폰용 백신, “Sanne” 는 이러한 경우 ‘탈옥’ 뿐아니라  ‘악
성코드’의 감염사실을 탐지해 낼수 있으며, PDF감염 가능성에 노출되
어 있는 패치가 필요한 아이폰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지문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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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개요 

2. 제품 구성 

3. 제품 상세 기능 

4.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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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개요 
  

(1) 제품의 기능 
Sanne 보안 모듈은 스마트 폰을 이용한 안전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은 악성코드 차단, 해킹 방지, 위험 노출 상태 점검 등을 제공합니다.  

Module 형식 

해킹방지 솔루션 

Smart Update 

Security Check 

1. 해킹 방지 솔루션 실행 
(Banking APP 실행 시) 

2. 엔진 업데이트  
( 3G 또는 Wi-Fi ) 

업데이트 서버 

4. 해킹방지 솔루션종료  
(Bank APP 종료 시) 

3. 전자금융 
안정성 검사 

Model: Iphone 3G, Iphone 3GS 

Internet 

해킹 폰 정밀 검사 
스마트 폰의 해킹 유무를 정확히 진단 
(Process,Memory,FileCheck,Log,Port) 

악성코드/Worm 검사 
이벤트 감시를 통한 악성코드로부터의  
휴대폰의 보호, 악성코드 및 Worm 조사 

라이브 업데이트  
365x24 Cert Team의 최신 취약점에 대한 
긴급 패치 서비스 제공 

보안 패치 적용 유무 진단 
최신 버전의 Firmware 상태 및 보안 패치 
적용 유무를 실시간 진단 

네트워크 모니터링 
네트워크 상태 현황을 모니터링 함 

Chapter II 제품 소개 

Pag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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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구성 
  

(2) 제품 구성 및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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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플랫폼 
단말기 제조사  
및 개인 고객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Reference 
모듈  
승인 

Sanne  
Application 

• Iphone 2G 
• Iphone 3G 
• Iphone 3GS 
• IPOD Touch  2G 
• IPOD Touch 3G 
• IPAD Current 

Application  
Package 

& 
App Store 

Down 

N/A 

4월 집계 현재 
이용 고객 

 
45,580 User 

승인 

Sanne 
Module 

• Iphone 3G 
• Iphone 3GS 
• IPOD Touch 3G 
• IPAD Current 

N/A 

•모바일 뱅킹 APP 
•모바일 오피스 APP 
•증권 거래 시스템 APP 
•Card 관련 서비스 APP 
•금융 관련서비스 APP 

하나은행 
인포뱅크 

승인 

Sanne 
Android 

• Nexus One 
• T-Mobile G1 
• 모토로이 (한국) 
• G2 Touch 
• Motorola Droid 
• Dell Mini 3I 
• HKC Pearl 
• Qigi I6 

N/A 

•모바일 뱅킹 APP 
•모바일 오피스 APP 
•증권 거래 시스템 APP 
•Crad 관련 서비스 APP 
•금융 관련서비스 APP 

전 세계 800만 
사용자 사용 

승인 

 지원 언어 : 한국어 영어, (다국어 지원 부분 별도 협의) 

Chapter II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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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해킹 여부 점검 

시스템 상태 점검 

최신 위협 업데이트 

  

(1) 프로그램 실행 및 운영 

Page 15 

3. 제품 구성 Chapter II 제품 소개 

Banking 실행 

금융거래 
실행허용 

실행차단 

1 

중요 거래시 
2 

실시간 감시 
(Iphone 4G 해당) 

3 

    접근기록  
로깅 

Detect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유무 점검 

악성코드, 웜, 바이러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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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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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상세 기능 

   금융 거래 안정성 점검 전자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검
증을 위해 주요 파일에 대한 위/변조 여부, 비정상 프로그램
(Cydia, BlackRa1n, RedSn0w, 외 다수) 에 대한 설치 여부 점검 

   시스템 위/변조 점검: 단말 기기의 시스템 로그에서 비정상 프
로그램 설치 시 발생하는 형태의 정보를 점검. 시스템의 안정성
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네트워크 상태 점검: 비정상 서비스 네트워크 통신 시도를 탐지
하고 정상 폰의 유/무 확인. 또한 원격제어 포트 사용 점검을 
통해서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정성 검증 

   파일 무결성 점검 : 전자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파일에 대
한 변조 여부를 파악. 해당 검증을 통해서 역분석 등을 통한 실
행파일 변조를 탐지 가능 

   악성코드 점검: 아이폰 전용 Worm 및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기능을 통해서 현존하는 아이폰 Worm에 대한 안정성 점검 가
능 

Chapter II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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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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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상세 기능 Chapter II 제품 소개 

   금융거래 사용자 위치 정보 로깅 기능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조회하여 사용지역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판별하고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부터의 접속을 차단 

   서버 연동 라이브 업데이트를 통한 긴급 지원  

 비정상 서비스 네트워크 통신 시도 및 신규 악성코드에 대한 점검 항목들을 CDN 서비스 Cert 메인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긴급 보안 대책이 적용 가능 

   스마트 폰 실시간 긴급 대응 팀 운영  

  365x24 시간 아이폰/아이팟의 신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을 수집하고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감역 센터를 운영 

   스마트 폰 최신 보안 패치 여부 조사 

 아이폰은 보안 이슈 및 시스템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기의  

 Firmware를 업그레이드 하며 최신 패치(보안, 기능)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진단을 통해 단말기기의 안정상태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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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성 
  

(1) 주요 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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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anne Module Type 

지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지원 OS iOS 3.0 이상 모두 지원 

설치 사이즈 360K 

업데이트 사이즈 12K 

업데이트 방식 라이브러리 제공 방식 

업데이트 소요시간 1~3 Second (CDN 서비스 제공) 

악성코드 차단방식 행위 기반의 악성 프로그램 차단, 패턴 업데이트에 의한 악성코드 차단 

진단
시간 

프로그램 실행 시 2.8 ~ 3.4 Second ( 단말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중요거래 시 2.4 ~ 3.2 Second ( 단말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APP Store 등록 여부 2010년 2월 등록됨  

Sanne는 경량화된 스펙을 통해 스마트 폰 서비스의 안정성 점검을 수행합니다.  
행위 기반의 악성 프로그램 차단 및 네트워크 상태 스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Chapter II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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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성 
  

(2) 2010년 2월 애플 “APP STORE”  보안 감사 통과 

Page 19 

Sanne는 백신 솔루션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PP Store 등록 심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Chapter II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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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성 
  

(3) 성공적인 도입 

Page 20 

Sanne는 2009년 9월 국내 최초 아이폰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하나은행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2만
명의 스마트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보안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N Bank 제공 기능 
 
 공인 인증 센터 : 인증서 관리, 인증서 가져오기, 타행인증서 등록, 인증서 폐기, 인증서 발급 
 하나 N Money : 예산관리, 가계부 작성, 자산관리 기능으로 추후 서비스 예정 
 고객 센터 : 공지사항, 자주 쓰는 계좌 관리, 서비스 해지, 콜 센터 연결 
 부가 서비스 : 자기앞수표조회, 영업점/ATM 찾기 기능 
 자금 이체 : 하나은행 또는 타행이체 서비스 
 예금 조회 : 예금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대출 상품 : 대출 내역 조회 및 원리금 납입 서비스 
 외화 상품 : 환율, 외화계좌 조회 및 외화이체 서비스 
 펀드 상품 : 펀드 수익률 조회 및 환매 등 가능 
 신용 카드 : 12월 말 서비스 제공 예정 

Chapter II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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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II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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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nne 적용 방법 

(1) 제품 설치 지원 

① 고객사 브랜드 이미지 솔루션에 반영 (Brand Color, 고객사 로고 반영) 
② 고객사 보안 정책에 따른 사용자 접근 통제 반영  

고객 맞춤 커스트마이징 서비스 제공 

①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위한 솔루션 관련 보안 자료 제공 (보안 심의 지원) 
② ISO 인증 및 보안 관련 심의 부분에 대한 솔루션 부분 자료 제공 

보안성 심의 지원 

① 전문해커를 통한 모의해킹 서비스 제공 (기존 Jail Breaking 우회 시연 가능) 
② 스마트 폰 전자 금융 서비스 침해 사고 시연 
③ 도입된 솔루션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 수립 가능 

모의 해킹 서비스 

Chapter III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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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 솔루션 적용  

Page 23 

1. Sanne 적용 방법 

구분 설치협의 + 3 Days +3 Days + 6 Days 

프로젝트 마일스톤 

보안성 심의 관련 문서  
작성 지원 

Sanne 
설치 가이드 제공  

CDN 서비스 연동 

프로그램 관련 교육 

테스트 

도입 배경 도출 

제품설치 설치 완료 

운영 지침서 제공 

안전적인 Live Updates 를 위한 CDN 서비스 연동 (4D) 

보안성 심의 지원 & 모의 해킹 서비스(0.5M) 

스트레스 테스트 (5D) 

검수 

솔루션 교육 (4H) 

설치 지침서 제공 

모의 해킹을 통한 기존 시스템 문제점 파악  

(2) 제품 설치 일정 
Sanne 보안 모듈은 기존 App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트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설치가 됩니다.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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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nne 적용 방법 

(3) 제품 유지 보수 (긴급 지원) 

긴급 상황 일반적인 상황 

장애 등급     장애내역 전파 대응 

장애 1 

   업무 마비상태 
   응용 프로그램 장애 
   시스템 운영 불능 
   운영 중 심각한 결함 발견 등 현재 수행 업무가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 

기술지원  
PM 

영업PM 

사고발생 후 응급조치 
현장도착 응급조치 
정상환경복구 

장애 2 
   성능 저하 
   운영 중 결함 발견 등 현재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기술지원  
PM 

영업PM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협의 후 업무 시간 내 방문 
비 정기 방문시 처리 

장애 3 
   운영 중 다소간의 불편 발생 
   시스템 상 문제는 없으나 확인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기술지원  
PM 

사고 발생 후 응급 조치 
협의 후 정기점검 시 대응 

• 상시 전화 고객 지원 

• 웹사이트 상담 

• E-Mail전용 상담 

• 전담기술지원 인력 
   – Hotline 서비스 운영 

• 정기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발생 대처 

• 장애 등급 설정 후 신속 대응 (장애1,2,3 등급) 

• 상황에 따른 유기적 대응  – 전화 대응팀 
                      - 온라인 지원팀 
                      - 현장 지원팀 

• 비상 장애 대응팀 구성 – 바이러스 대응센터 
                      - 엔진 개발 센터   

전용백신 및 엔진/솔루션 제작 

신종바이러스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돌입 

모든 엔진/솔루션에 대한 인증,  
테스트 실시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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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nne 적용 방법 

(4) 제품 유지 보수 (스마트폰 신규 악성 코드) 

종료 

   사후 처리 및 대응 

업데이트수행 

QA/패킹 

엔진제작 

악성코드 분석 

긴급대응 

샘플 접수 

1차 분석 

악성코드 인지 

악성코드 등장 

[신규 악성 코드 대응 과정] 

1 

2 

4 

5 

6 

7 

8 

3 

1~2H  

1H 이내에 지역 파트너 담당
자가  악성코드 인지 /샘플
접수와 동시에 유해 프로세
스 긴급 대응을 통한 사전 
조치 완료 

2~4H  

1H 이내에 악성코드 
분석 및 QA / 업데이
트 완료 

1. 시스템 분석 
2. 프로세스 분석 
3. 레지스트리 분석 
4. 네트워크 분석 
6. 기타 분석 

1. 디스어셈블링 
2. 디버깅 
3. 악성코드 판단 
4. 진단 시그니쳐 및 함수 제

작 
5. 분석정보 작성 

4~8H  ICR 업데이트 및 안정
화 

학내에서 사용중인 어플리
케이션에서 실제 테스트 하
는 오진셋을 거쳐 업데이트 
수행 

★8시간 이내 샘플접수부터 업데이트까지 완벽 대응  

★Hot-Line담당자 분석 보고서 제출 

★24시간 365일 항시 지원 체계 구축 

★다형성 바이러스의 경우 다소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음 

NSHC ™ Desk 
365x24 지원 체계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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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l Breaking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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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항목별 상세 진단 항목 

점검유형 대 상 항 목 위험등급 결 과 대응 방안 

생성 디렉토
리 점검 

/var/stash/~ 
내부 디렉토
리 점검 

5~10 5 JB의 경우 생성되
는 디렉토리를 
점검 

JB 단말기기
에서 접근한 
기록을 남김 

생성 파일 점
검 

/System/~ 내
부 디렉토리 
점검 

5~10 5 
 

JB의 경우 생성되
는 디렉토리를 
점검 

JB 단말기기
에서 접근한 
기록을 남김 
 

주요 파일 위/
변조 점검 

/etc/~ 내부 
파일에 대한 
점검 

1~5 4 JB의 경우 변조되
는 파일을 기록 

JB단말기기에 
서 접근한 기
록을 남김 

JB 경우 생성
되는 로그 정
보 점검 

/var/log/~ 내
부 파일에 대
한 점검 

1~5 4 JB의 경우 생성되
느 로그를 수집 
 

JB단말기기에 
서 접근한 기
록을 남김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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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us / Worm / Malware 점검 항목 

Page 28 

Appendix. 항목별 상세 진단 항목 

점검대상 대 상 항 목 위험등급 결 과 대응 방안 

Worm 1 
Ikee A  

현재 공개된 
Worm 취약점
에 대한 점검 

1 1 악성 프로그램 
및 Worm 설치 
파일에 대한 점
검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Worm 2 
Ikee B  
 

현재 공개된 
Worm 취약점
에 대한 점검 

1 2 
 

악성 프로그램 
및 Worm 설치 
파일에 대한 점
검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Worm 3 
기타 

현재 공개된 
Worm 취약점
에 대한 점검 

1~5 2 악성 프로그램 
및 Worm 설치 
파일에 대한 점
검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원격제어 툴 
점검 

아이폰 원격
제어 프로그
램 설치 유무 
점검 

1 2 아이폰 원격 제
어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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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취약성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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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항목별 상세 진단 항목 

점검대상 대 상 항 목 위험등급 결 과 대응 방안 

비정상 네트
워크 상태 점
검 

아이폰 비정
상 통신에 대
한 점검 

200 2 비정상 네트워크 
통신 대기상태에 
대한 점검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주요파일 위/
변조 여부 점
검 
 

/etc/passwd, 
/etc/fstab 등
등 

1~10 3 
 

단말기기의 비정
상 상태에 대한 
점검 수행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아이폰 보안 
패치 적용 여
부 점검 

현재 공개된 
아이폰 취약
점에 대한 보
안 패치 점검 

10~20 2 아이폰 최신 보
안 패치 적용 여
부를 점검 

JB단말기기에 
서 접근한 기
록을 남김 

아이폰 0-day 
취약점 APP
에 대한 점검 

순정상태에서 
취약한 아이
폰 신규 취약
점에 대한 점
검 

1~5 3 아이폰 신규 취
약점이 포함된 
APP 설치 여부 
점검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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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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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항목별 상세 진단 항목 

점검대상 대 상 항 목 위험등급 결 과 대응 방안 

사용자 임의 
지정 국가에
서 전자금융 
서비스 사용 
여부 점검 

아이폰 사용
자의 위치정
보 확인가능 

한국 외 30
여 국가 지
정가능 

4 전자금융 서비스 
비허가 지역으로 
부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전자금융 서
비스 파일 역
공학 대비한 
무결성 점검 

아이폰 주요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수행 가능 

지정파일
에 대한 무
결성 검증 

1 전자금융 서비스 
파일이 변조되었
을 경우 접근을 
차단함 

전자금융 서
비스 접근 차
단 
 

JB 폰 Default 
Password 접
근 가능 여부 
점검 

아이폰 공장
출하 패스워
드를 사용여
부 점검 

1 4 공장 출하 패스
워드 사용여부 
점검 

JB단말기기에 
서 접근한 기
록을 남김 
 

Chapter 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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