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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Chapter Ⅰ 제안 개요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 

2010년 Android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악성 코드와 위/변조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변조 애플리케이션은 실행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의 시스템에서 사용자 개인 및 금융 정보 노출도 가능하다. 

금융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위·변조앱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이후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위변조 앱을 게시한 사이트를 적발·폐쇄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해 위·변조 앱 유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2012.03.22 

전자신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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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Chapter Ⅰ 제안 개요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스마트 폰에 대한 해킹 위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스마트 폰 앱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 피싱 앱, 위/변조 앱을 이용한 개인/금융 정보 수집 등의 해킹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Android 위/변조 프로그램 

 유명 게임에 악성코드 삽입 배포 

   매월 사용자가 약 4천 만명….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작성방법 등 
인터넷으로 공유 활발 

 안드로이드 위/변조를 통한 악성코드 배포 
증가(2012년, 발견 건수 400여건)  

아시아 경제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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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Chapter Ⅰ 제안 개요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3) 

스마트 폰 서비스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스마트 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 
대책」을 발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①전자금융거래 부문, ②기술적 침해대응 부문, ③취약점 모니터링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되어 기존 PC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유사한 보안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전자 금융 서비스  
안전 대책 

2010년 1월 금융 감독원 

스마트 폰 뱅킹의 전자 자금 이체 시 PC 인터넷 뱅킹과 유사한 보안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전자 금육 감독 규정 개정 
2011년 10월 5일 16차 금융 위원회 의결 

기존 금융 거래 보호를 위한 솔루션들의 직접적 명시를 포괄적 위로 
지칭하여 개정함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의 
해킹(위/변조) 여부 검증 필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 17조 4항, 제 34조 7항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 (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금융 회사 등이 배포한 프로그램 및 PC, 스마트 폰 등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의 파일크기,  Hash 결과 확인 등을 통해 
프로그램 무결성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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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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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2) 제품의 주요 기능 

APP-PROTECT는 서비스 제공 업자가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APP)에 대한 프로그램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코드 난독화 기능  

- 역 공학 해킹 도구 실행 탐지 기능 

- 유인 함정(Honey Trap 기능) 기능 설치 가능 

- 국정원 암호 인증 필 암호 모듈을 통한 무결성 검증 

- Rooted 및 Jail Breaking 탐지 

-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탐지 기능 

- ECDH를 이용한 One Time 인증 토큰 제공 

- Anti Decompile & Debugging 탐지  

- 비정상 행위에 대한 접근 기록 로깅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한 실시간 대응  

- 스마트 폰 해킹 보안 전문가를 통한 Issue 대응  

App  위변조 
방지 기능 

해킹 및 
위변조 탐지 

기능 

실시간 대응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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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3) 제안의 기능 (1) 

 

APP Protect 
무결성 검증 서버 

 

APP Protect 
클라이언트 

① 패턴 생성 페이지 호출(Login) 

② 생성된 패턴 전송 

③ 패턴 응답 값 전송 ④ 무결성 검증 및  
순정 단말 탐지 

– App-Protect 클라이언트는 App-

Protect 서버의 랜덤 패턴 생성 

페이지를 호출 한다. 

– App-Protect 서버는 클라이언트 

호출함에 따라 랜덤으로 생성된 

패턴을 Ajax로 단말기에 전송 한다 

– App-Protect 클라이언트 에서는 

서버로부터 받은 패턴대로 결과 값을 

만들어 서버로 재전송 한다 

– App-Protect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값을 토대로 

무결성 및 순정 단말 탐지 한다 

 

APP PROTECT를 통한 APP위변조 방지를 위한 제안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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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3) 제안의 기능 (2) 

 

APP Protect 
무결성 검증 서버 

 

APP Protect 
클라이언트 

(Android, iOS) 

① 서버와 단말기의  
공개키 교환 

② 단말 고유 실행파일로 
해쉬값 생성 

③ 패턴 응답 값 
암호화 하여 전송 ④ 단말기로부터 받은 

해쉬값 검증 

Step Two : APP Binary Hash 검증 

– AppProtect 클라이언트(Android, 

iOS)와 AppProtect 서버와 공개키 

교환 

– AppProtect 클라이언트에서는 

Android 경우 apk파일로, iOS경우 

실행파일로 해쉬값을 생성 한다 

– 생성된 해쉬값을 암호화하여 

AppProtect 서버로 전송 한다 

– AppProtect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암호화된 해쉬값을 복호화 하여 

검증한다 

APP PROTECT를 통한 APP위변조 방지를 위한 제안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Dynamic Pattern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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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1단계 : 개발도구 지원 

APP Protect 

클라이언트 (iOS, Android) 
2 

APP Protect 

인증 서버 
3 

APP Protect 

관리자 콘솔 
4 

2단계 : SDK 지원 3단계 :Web Console 지원(Option) 

ECDH 암호 모듈 

1 Time 인증 토큰 

인증 토큰 검증 

스마트 폰 

태블릿 
PC 

스마트TV 
(지원예정) 

APP Protect 

개발자 도구 
1 

사용자 
접근 통제 

인증 토큰 
관리 

암호화 
통신 

4) 토털 APP 위변조 방지 구성 

• 코드 난독화 기능   

• 역 공학 해킹 공격에 대한 탐지 기능 

• 유인 함정(Honey Trap 기능) 기능 설치 가능 

• 국정원 암호 인증 필 암호 모듈을 통한 무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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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 

APP PROTECT를 통한 APP위변조 방지를 위한 제안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구성 특징 및 장점 

A. 개발자 보안 도구 (App Protect Parser) 

1) 코드 난독화 기능(Code Obfuscation) 

2) 역 공학 해킹 도구 실행 탐지 기능 

3) 유인 함정(Honey Trap 기능) 기능 설치 가능 

4) Anti Decompile & Debugging Lib 삽입 

B. App Protect 클라이언트 SDK 모듈 1) App_Pt_Clib.c 라이브러리 제공 

C. App Protect 서버 SDK 모듈 1) App_Pt_Slib.c 라이브러리 제공 

D. App Protect 인증 서버 (Auth Server) 

1) APP 고유 ID 등록 (DeviceID)  

2) APP에 대한 접근 통제 

3) ECDH를 이용 One time 인증 토큰 발행 

4) 인증 서버의 암호 모듈 및 Random 함수 등은 안전한 암호화 모듈을 사용 
(국정원 암호 인증 필) 

E. 관리자 콘솔 서비스 (Web 환경) 

(고객 요청 시 추가 개발) 

1) 개발 요청시 별도의 Customizing을 통해 제공 

2) WEB JSP 환경 제공 

3) 인증 및 접근 통제 기록 등에 대한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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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6) 주요 상세 기능 

단말기 Platform의 특성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 플랫폼에 따른 제공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Platform 구분 

비고 
iOS  Android 

단말기 
자체보호 

Rooting 및 Jail Breaking 등 루팅 탐지 ● ●  비정상 단말기기 확인 

검증받은 방식을 이용한 One Time 인증 토큰 제공 ●  ●  ECDH를 이용한 One Time 인증 토큰 제공 

주요 스마트폰 OS에 대한 지원 ●  ●  Android, iOS 지원 

OS 위/변조 탐지 ● ● 

앱 위변조 
탐지 및 
방지 

코드 난독화 기능 ●  ● 

역 공학 해킹 도구 실행 탐지 기능 ● ● 역공학 해킹 도구 실행 탐지 (가능) 

HoneyPot 어플리케이션 기능 ●  N/A Honey Trap 기능 

검증을 통과한 인증 모듈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 ●  KCMVP 인증 모듈을 통한 무결성 검증 N-Safer Lib (국정원 인증) 

실시간 탐지 기능 ● ● 앱 위변조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차단 

디버깅 방지 기능 ● ● 

소스 난독화를 통한 위∙변조 탐지 루틴 노출 방지 ● ●  Android의 경우 Dex-Guard 적용 

관리/로깅 
/모니터링 

/운영 

비정상행위에 대한 접근 기록 로깅 ●  ●  

중앙관리자 통계기능 제공 ● ● 

실시간 보안 이벤트 분석기능 ● ● 

위∙변조 APP와 대상네트워크에 대한 차단기능 ● ● 위변조 탐지시 앱 실행 차단 

신규 공격 기법 및 최신기술 대응 ● ● 전문 인력을 통한 점검 및 대응 

관련된 각종 로그관리기능 제공 ● ●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및 시스템 위∙변조, 작업 로그 등 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최신기술 및 Issue 대응 및 업데이트 지원 ● ●  해킹 보안 전문가를 통한 Issue 대응  

금융 감독기관 보안성 심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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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1) 코드 난독화 (Code Obfuscation) (1) 

솔루션에 제공하는 ‘코드 난독화 기능’을 통하여 바이너리 주요 정보를 보호하여 Decompile, Debugging 
등의 해킹을 통해 추출한 함수 및 라이브러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여 APP 위/변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합니다.  

- iOS 실행 파일 난독화를 위해서, 소스 코드의 주요 정보를 암/복호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Android의 경우 NSHC 연구소에서 테스트 한 결과 구글에서 제공하는 Pro-Guard 솔루션을 권장함 

암/복호화 모듈을 
통한 테이블 암호화  

/*Code_Obfuscation:[ioE73RfMEJ181BC6ZdkcKcbMVwI%3D%0A]*/ 
 
document.createElement("canvas").getContext||function(){function Z(){return this.context_||(this.context_=new 
C(this))}function $(a,b){var c=P.call(arguments,2);return function(){return a.apply(b,c.concat(P.call(arguments)))}}function 
Q(a){return String(a).replace(/&/g,"&amp;").replace(/"/g,"&quot;")}function 
R(a,b,c){a.namespaces[b]||a.namespaces.add(b,c,"#default#VML")}function S(a){R(a,"g_vml_","urn:schemas-microsoft-
com:vml");R(a,"g_o_","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if(!a.styleSheets.ex_canvas_){a= 
a.createStyleSheet();a.owningElement.id="ex_canvas_";a.cssText="canvas{display:inline-block;overflow:hidden;text-
align:left;width:300px;height:150px}"}}function aa(a){var b=a.srcElement;switch(a.propertyName){case 
"width":b.getContext().clearRect();b.style.width=b.attributes.width.nodeValue+"px";b.firstChild.style.width=b.clientWidth
+"px";break;case 
"height":b.getContext().clearRect();b.style.height=b.attributes.height.nodeValue+"px";b.firstChild.style.height=b.clientHei
ght+"px";break}}function ba(a){a= 
a.srcElement;if(a.firstChild){a.firstChild.style.width=a.clientWidth+"px";a.firstChild.style.height=a.clientHeight+"px"}}functi
on D(){return[[1,0,0],[0,1,0],[0,0,1]]}function u(a,b){for(var c=D(),d=0;d<3;d++)for(var e=0;e<3;e++){for(var 
f=0,h=0;h<3;h++)f+=a[d][h]*b[h][e];c[d][e]=f}return c}function 
T(a,b){b.fillStyle=a.fillStyle;b.lineCap=a.lineCap;b.lineJoin=a.lineJoin;b.lineWidth=a.lineWidth;b.miterLimit=a.miterLimit;b.s
hadowBlur=a.shadowBlur;b.shadowColor=a.shadowColor;b.shadowOffsetX=a.shadowOffs 

난수 생성기를 
이용한 암호화를 
통해 코드 암호화 

수행 



NSHC 

2. 구현 방향 

12 

Chapter Ⅰ 제안 개요 

1) 코드 난독화 (Code Obfuscation) (2) 

참고 : 개발자 매뉴얼 

소스내 “App Protect” API 추가 

소스내에 하드코딩 되어 있는 문자열을 난독화시키는 API는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난독화하고 소스 내에서는 디코딩 하여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식별이 
어렵도록 난독(Obfuscation)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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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실효 인증을 위한 암호화 

 

Server Zone 

① ECC 방식 Key 생성 

개인키a 공개키b0 

③ 난수열 생성 

FIPS 186-2 RNG 

2.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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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2) 서명 실효 인증 (Singer Identity check) 

App Protect Ver. 1.0은 실행 파일의 특정 영역을 점검하여 위/변조 공격을 하기 위해 해킹된 단말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징후를 잡아낸다. 이러한 기능은 간단한 프로그램 흐름 변경이나 기능을 제거하는 
해커들의 공격 유형을 암호화를 통해서 어렵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martphone 

① ECC 방식 Key 생성 

개인키a 공개키b0 

② 공개키 교환 

③ 난수열 생성 

FIPS 186-2 RNG ④ SEED 128bit  
    암호화 전송 

안전한 FIPS 186-2 RNG 이용 

타원 곡선 암호 알고리즘(ECDH) 사용 

무결성 검증을 위한 One Time 
인증토큰 사용 



NSHC 

Android Sample iOS Sample 

2.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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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3) 실행 권한 점검(Application Authority Check) 

App Protect Ver. 1.0 은 현재 사용자가 단말기기의 APP에 대한 실행 권한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Process 정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최고 관리자 권한에 의해 특정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실행 권한 점검을 통한 단말기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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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방향 

15 

Chapter Ⅰ 제안 개요 

4) 파일 무결성 검증 (File Integrity Check) 

파일의 특정 영역의 Binary Hex Code, 생성 날짜 및 사이즈 정보 등은 실행  파일에 대한 위/변조시 변조 
되게 됩니다. App Protect Ver. 1.0 은 초기 생성 파일에 대한 사이즈, 파일 특성 및 생성 날짜 정보, MD5 
값 등에 대한 점검을 Native 라이브러리를 통해 파일에 대한 위/변조 유무를 점검하게 됩니다.  

소스 분석 권한 체크 *.apk 
*.dex 

(Dalvik Byte 
Code) 

*.class 
(jar file) 

*.odex 
(Optimaize dex) 

*.smali 

format 

Re-Build Singing 

위변조 모듈 

1 
aapt 

2 
alzip 
7zip 

3 
Dex2jar 

dexdump 

Just human  
readable for  

not java source 
Jd-Gui 

ultraEdit 

4 

apktool 

5 

Jarsinging 
eclipse 

8 smali 

7 

baksmali 
(framework) 

zipalign 
App Protect 위/변조 점검을 쉽게 

우회하는 공격을 미연에 
차단하게 위해 암호화된 

Native Lib(JNI)를 
적용하여 핵심 기능을 

보호합니다. 

6 

dex2jar 

코드 패치 가능 지점 

API 분석 시점 

Safe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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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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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5) 파일 생성 시간 검증(Timestamp-value Check) 

App Protect Ver. 1.0 은 실행파일의 Time Stamp 를 확인하여 Pkg-info file 과 비교하여 APP 이 만들어진 
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해커가 대상 기기의 APP을 크랙하게 되면 해당파일의 Time Stamp 는 변하게 되어 APP의 변조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iOS Sample 
What we're doing here is checking 

the time stamps on the info.plist and 

the executable file against the 

PkgInfo file to check if any of the 

files have been modified after the 

application was built. Whenever a 

hacker cracks an iPhone application, 

they *basically* have to modify the 

main file and/or info.plist file, which 

changes the timestamps. One of the 

only things they don't end up editing 

is the Pkg Info file 



NSHC 

2. 구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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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버거 모드 점검(Debugger attach mode Check)  

해커가 디버거(Debugger) 프로그램을 통하여 APP을 제어하고 있는 징후가 발견되면 APP의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커들이 APP을 해킹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Debugger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iOS Sample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자신이 

디버거(Debugger)와 같은 개발자/분석 

도구에 의하여 실행 되었는지 확인하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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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인 함정 모드 설치(Honny Trap installation)  

Honny pot과  유사하게  비인가자의  실행 파일 위/변조 시도시 일종의 유인 Trap 을 이용하여 파일 
조작시 원본 파일을 소멸하거나 실행이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상의 ‘함정’입니다. 

Honey-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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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정원 암호 인증 모듈 사용 

파일 무결성 검증 및 데이터 암호화 시 자체 개발한(국정원 암호 인증 획득)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변조 검증 암호 모듈 
NSafer Ver1.0 암호 모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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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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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제안 개요 

1) 구축 사례 

APP Protect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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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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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특허 (1) 

APP Protect의 위/변조 주요 기능 특허 등록 완료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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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특허 (2) 

APP Protect의 제품과 연관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검증에 대한 특허 

권리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출원일 

특허 제2009-xxxxxx호 2009.03.15 스마트폰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 및 그 장치 ㈜NSHC 

특허 제2006-05570xx호 2006.02.23 스마트폰 무선 바이러스 차단 방법 및 시스템 ㈜NSHC 

특허 제2006-05570xx호 2006.12.06 무선 백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구비된 통신 장치 ㈜NSHC 

스마트 폰 H/W 키보드 탐재 단말기기의 입력 값 보안을 위한 특허 

스마트 폰 암호화 보안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 

권리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출원일 

특허 제2009-xxxxxx호 2009.03.15 캐롯 이동을 통한 키패드 입력 보안 장치 발명 ㈜NSHC 

권리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출원일 

특허 제2009-xxxxxx호 2009.03.15 스마트 폰 키패드 생성 및 셔틀링 방법에 대한 발명 ㈜NSHC 

특허 제2009-xxxxxx호 2009.03.15 난수 생성을 통한 Key Matrix 생성 발명 ㈜NSHC 

특허 제2009-xxxxxx호 2009.03.15 치환 난독화를 위한 스트리밍 패딩  기법 및 장치 ㈜N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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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사례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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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특허 (3) 

“출원 완료 특허증” 예시  

유해물 차단 서비스및 방법 악성코드 분석 방법 및 시스템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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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App Protect  I 사 S 사 

1. APP실행 파일 보호 

 1) 코드 난독화 기능  
◑(iOS) 

Android: Dex-Guard  
도입 권장 

◑ 
(String Replace) 

◑  
(String Replace) 

 2) 역 공학 해킹 도구 실행 탐지 기능 
◑ 

(iOS) 
◑ ◑ 

 3) Honey Trap 기능 
◑ 

(iOS) 

 4) KCMVP 인증 모듈을 통한 무결성 검증 ● ● ● 

 
2. 해킹 방지 및 APP 인증 

 1) Rooted 및 Jail Breaking 탐지 ● ● ● 

 2) ECDH를 이용한 One Time 인증 토큰 제공 ●  ◑ 

 3) Anti Decompile & Debugging ◑ ◑ ◑ 

3. 실시간 대응 시스템 연계 

 1) 비정상 행위에 대한 접근 기록 로깅 ● ● ● 

 2)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한 실시간 대응  ● ● ● 

 3) 해킹 보안 전문가를 통한 Issue 대응  ● ● 

4. 기타 

 1) 금융 감독기관 보안성 심의 지원 ● ● ● 

 2) 내부 감사를 위한 보안성 심의 지원 ● ● ● 

 3) 구축 후 모의 해킹 서비스 지원 ● ● 

5.구축사례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현대해상 등 

별첨 1. 경쟁사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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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HC는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nshc.net 
435-030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길 55 N스퀘어 

전화 031-458-6456   팩스 031-458-6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