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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xShield 소개  

iOS 전용 앱보호 솔루션인 “ixShield”는 금융/공공 국내 최초 iOS 해킹방지 솔루션으로 시작하여 금융권 및 공공 기관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플랫폼 무결성 검증 기능, APP 위변조 검사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Architecture 또한  제공합니다. 

플랫폼 
무결성 
검증 및  
디버깅 
탐지  

Web 콘솔 
모니터링 
제공 및  

실시간대응 
시스템연계  

• 단말의 OS변조(탈옥) 여부 진단 

       비정상적인 파일/디렉토리 및 프로세스 (iOS9 미만)검사, SYSTEM 함수 

검사  

• Anti-Debugging (GDB 및 pTrace 탐지) 

• Dash Board, Statistics, Log 및 Report 제공 

• 실시간 긴급 대응 팀 운영   

• 스마트 폰 해킹 보안 전문가를 통한 Issue Report지원  

APP 
위변조 
검증  및 
소스코드 
난독화 

위협 행위 
 탐지 

• Client 기반 APP 위변조 검사 

• 소스코드 난독화 지원 (데이터 난독화) 

• GameHack 탐지 

• FakeGPS 탐지   

•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Architectur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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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xShield 구성도 (1/2) 

ixShield는 Client용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솔루션 구성도  

iOS  
Device 

A 
iOS 어플리케이션  

Aiuwlefhviubf
rp[eqwuqwbd
smdw,cxlzjuz
bnde,exkzlzk
zkz 

ixShield  
Client 라이브러리 

+ 

패턴 서버 

CDN을 통한  
패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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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xShield Spec List 

지원 기능  

  

No. 기능 제공 여부 

1 
플랫폼 OS 위변조 검사 

JailBreak Detection 
√ 

2 
디버깅 탐지 (Anti-Debugging) 

  - GDB 
  - pTrace 

√ 

3 
위협 행위 탐지 (Anti-Malicious Behavior) 
  - 게임 핵 탐지 (GameHack Detection) 
  - GPS 조작 탐지 (FakeGPS Detection) 

√ 

4 
로컬 앱 무결성 검사 (Anti-Tamper) 

  - Client 기반 로컬 검증 
√ 

5 
소스코드 난독화 (Source Code Obfuscation) 
  - 데이터 난독화 (String Encryption) √ 

6 

Web Console 모니터링 
  - Dash Board 
  - Statistics 
  - Log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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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능 (1/6)  

순정 폰을 탈옥하면 기존 순정 폰에 없던 탈옥 관련 디렉터리와 파일이 생성됩니다. ixShield는 주요 파일에 대한 

위·변조 여부, 비정상 프로그램(Cydia, RedSn0w, 외 다수) 설치 여부 등 순정 폰에 존재하지 않는 디렉터리와 파일이 

존재하는지 검사합니다.  

플랫폼 무결성 검증 - 단말의 OS변조(탈옥) 여부 진단  

탈옥  

탈옥되지 
않은 순정 

iOS   

탈옥된 iOS 

탈옥관련 
디렉터리 
및 파일  

순정인 폰일 경우 에러코드를 0으로 표시  

탈옥된 폰일 경우, 에러코드와 함께 순정 폰에 없는 디렉터리와 파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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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능 (2/6) 

순정 iOS에서는 앱스토어에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Debugging 할 수 없습니다. 

탈옥된 iOS에서 Debug 대상이 될 경우 탐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탈옥된 iOS에서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Debug를 사용할 수 없도록 Debugger를 차단합니다. 

 

디버깅 탐지 및 방지 (Anti-Debugging) 

 

탈옥된 iOS에서 Debugging을 시도할 경우 



7 

4. 주요 기능 (3/6) 

ixShield 보안 모듈은 GameHack 및 FakeGPS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현존하는 iOS 악성코드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 추후 발생 가능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패턴 업데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Architectur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DN 서비스를 이용해 업데이트 단말의 가장 가까운 지역의 POP서버를 통해 패턴을 다운받기 때문에 패턴 제공 

서버의 장애 시에도 문제 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위협 행위 탐지 

로드 밸런싱 서버  

ixShield 패턴 서버  사용자  CDN 서버  

가용성 및 안정성 

- ELB를 이용한 부하분산 

- 서 버  이 중 화  및  Auto 

Scaling을 통한 서비스 운영 

- CDN 을  이 용 한  지 역 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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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능 (4/6) 

- Client 기반 로컬 검증  : iOS 기기 내에서의 무결성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서 애플 스토어에서 iOS앱 설치 시 

검증하는 방식과 동일한 검증 로직을 사용하여 앱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APP 위변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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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기능 (5/6) 

ixShield는 소스코드 난독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능은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난독화 (String Encryption) 

소스 코드 난독화 



10 

4. 주요 기능 (6/6) 

ixShield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Statistics 

- Log 

- Report 

 

Web Console 모니터링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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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환경 

ixShield는 가장 경량화된 스펙을 통해 스마트 폰 서비스의 안정성 점검을 수행합니다.  

 

지원 OS 및 시스템 환경 

구 분 ixShield Module Type 

Version ixShield v1.0.0 

지원 언어 해당사항 없음  

지원 OS iOS 6.0 이상 

설치 사이즈 

1) Module 사이즈  
    Non Bit Code : 24.4MB 
    Bit Code: 62.5MB 
 
2) Compile 이후 앱 사이즈  
    약 5MB 

업데이트 사이즈 약 100KB 

업데이트 방식 라이브러리 제공 방식 

업데이트 실행시간 0.5 ~ 1 Second (통신망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다름) 

탈옥 감지 방식 프로세스 및 파일, 디렉터리 확인 

진단
시간 

프로그램 실행 시 3~4 Second (단말기 사양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vent 발생 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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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슈 발생 시 대응 방안  

종료 

   사후 처리 및 대응 

업데이트 수행 

QA/패킹 

엔진제작 

악성코드 분석 

긴급대응 

샘플 입수 

1차 분석 

오탐 이슈 및  
악성코드 출현 인지 

[오탐 및 신규 악성 코드 대응 과정] 

1~2H  

1~2H 이내에 담당자 악성코드 및 오탐인지 
/샘플 접수와 동시에 유해 프로세스 긴급 대
응을 통한 1차 분석 및 사전 조치 완료 

2~4H  

1~2H 이내에 악성코드 분석 및 엔진 제작 

사용중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테스트 하
는 오진 셋을 거쳐 업데이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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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스어셈블링 
2. 디버깅 
3. 악성코드 분석 
4. 진단 시그니쳐 및 함수 제작 
5. 분석정보 작성 

4~8H  업데이트 및 안정화 

• 오탐 인지 및 악성 샘플 입수 후 8시간 이내 업
데이트까지 완벽 대응  

• Hot-Line 담당자 분석 보고서 제출 

• 24시간 365일 항시 지원 체계 구축 

• 다형성 바이러스의 경우 다소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음 

긴급 패턴 업데이트(오탐 및 신종 악성코드 출현 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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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사업소개  

• 주요 사업 내용 

보안기술 우위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솔루션, 보안 취약점 정보 제공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약점 진단 및 분석 

• 모의해킹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정보보호 인증 지원 

• 모바일 APP 진단 

• IoT 및 핀테크 진단  

 

 

• 스마트 입력 보안 키패드 

• 모바일 더블 난독화 솔루션 

•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 모바일 전용 안티 바이러스   

• 게임용 / 핀테크 통합보안 솔루션 

• 암호화 라이브러리 

• Smart OTP 솔루션  

 

 

 

• 모바일, IoT, 핀테크 취약점  

분석 보고서 

• 악성코드, 제로데이 정보 제공 

• 국내∙외 보안 동향 정보 제공 

• 사이버테러, 고객 정보 유출 등  

긴급 보고서 

CONSULTING 

정보 보호 컨설팅 

SOLUTION 

정보 보안 솔루션 

INFORMATION 

Red Alert 



감사합니다. 

Contact Us 
 
영업문의:  jspark@ideatec.co.kr 
H.P : 010-9334-7182 
전화번호: +82 2-6952-9160 
팩스: +82 2-6952-9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3길 51 미림빌딩 2층 

mailto:jspark@ideat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