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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oid-X 소개 및 동작 Flow (1/3)

- Droid-X는 국내 최초로 금융권 및 공공 기관에 소개된 3세대 모바일 AV로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하여 다양한 변종

악성코드에 대응이 가능하고, Enterprise용에 적합한 최상의 검색 효율과 속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강력한 Android Mobile 

AV솔루션입니다.

- 자체 연구 개발한 최신 악성코드 검색 엔진과 변종 악성코드 탐지 엔진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Dual Engine Type AV”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악성코드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Android 모바일 AV

3세대 모바일 AV

지속적인 고도화

최상의 검색 효율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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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동작 Flow

실시간 감시

신규로 설치되는 악성 앱에 대한 탐지
및 탐지된 악성 앱에 대한 처리 결과 리턴

Smart Update

시스템 개조 (루팅)  진단

악성코드 진단

실시간 감시 활성화

엔진/패턴
업데이트 서버

2. 엔진 업데이트1. AV 실행

3. 사용자 기기 검사

4. 검사 수행
결과 회신

5. AV 종료 (앱 종료 시)

인터넷

1. Droid-X 소개 및 동작 Flow (2/3)

Step1. 고객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 Droid-X 프로그램 구동

Step2. Droid-X의 버전을 최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최신 패턴 엔진 업데이트 자동 실행

Step3. 사용자 스마트폰 시스템 위/변조 검사

Step4. 사용자 스마트폰 악성코드 검사

Step5. 사용자 스마트폰 안정성 검사를 위한 Droid-X 실시간 감시 기능 자동 구동

Step6. 고객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 Droid-X 종료

Smart 업데이트

긴급/정기적 엔진 및 패턴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최신화된 탐지 모듈 제공

루팅 기기 정밀 검사

스마트 폰의 해킹 유무를 정확히 진단
(Process, Permission, FileCheck, Property 등 )

악성코드 검사

검사 명령 수신 시, 설치 되거나 파일로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검사하고 탐지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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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oid-X 소개 및 동작 Flow (3/3)

흐름도

Customer APP Droid-X APP DX Pattern Server

1. 패턴 업데이트 요청

4. 패턴 정상수신 통보

5. 루팅검사 요청

6. 루팅탐지 결과 전달

7. 검사 요청

8. 검사 결과 전달

9. APP 시작

10. APP 종료

11. Droid-X 종료

2. 정책/패턴 요청

3. 정책/패턴 전달

대기 구간

동작 구간

Customer APP Droid-X APP User

Customer APP Droid-X APP User

3. 검사 결과 전달

4. 결과에
따른 처리

1. SD카드 삽입

2. SD카드 검사

3. 검사 결과 전달

4. 결과에
따른 처리

1. 새로운 APP 설치

2. 설치된 APP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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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d-X는 모바일 서비스 구동 시 단말의 순정여부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여, 루팅 탐지 시 고객사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루팅 탐지 기능

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1/7)

루팅 탐지 시 사용되는 주요 기술

• SuperSu 앱 검사

• SuperSu 변종 앱 검사

• Tegrak Kernel 앱 검사

• 루팅 숨기기 앱 검사

• 의심스러운 파일 권한 체크

• 의심스러운 파일 패턴 체크

•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체크

• System Property 체크 등

* 이 밖에도 신규 기법 추가 발견 시 동적으로 엔진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악성 앱을 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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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백신 사용자

Droid-X는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 탐지되는 악성 앱에 대한 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탐지된 악성 앱에 대한 처리는 고객의 결정에 따라 삭제됩니다.

악성코드 검사 및 삭제

1.AV 서비스 시작

2. 악성 앱 검사

3. 검사 후 탐지된 악성코드
보고

4. 악성 앱 삭제

5. 탐지된 악성 앱
처리 결과를 송신

고객사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AV 사용자

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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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d-X는 CDN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로부터의 최신패치 상태를 유지합니다. CDN서비스를 이용해 업데이트

단말의 가장 가까운 지역의 POP서버를 통해 패턴을 다운받기 때문에 패턴 제공 서버의 장애 시에도 문제 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패턴은 Policy File을 통해 최신 버전을 먼저 체크하게 되며, 고객별로 최적화된 Policy를

제공함으로 안드로이드 AV 솔루션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오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엔진 및 패턴 업그레이드 – 상용 망

로드 밸런싱 서
버

Droid-X 서버 사용자CDN 서버

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3/7)

가용성 및 안정성

- ELB를 이용한 부하분산

- 서버이중화 및 Auto
Scaling을 통한 서비스 운영

- CDN을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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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d-X는 폐쇄 망에서도 최신 악성코드 패턴과 엔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즉 고객 사에게 secure E-mail이나 CD

(offline delivery)와 같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최신 엔진 및 패턴파일을 제공합니다. 단, 폐쇄 망에서는 고객 사 내부

인원인 해당 서버 관리자만이 해당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에 엔진 및 패턴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4/7)

최신 엔진 및 패턴 업그레이드 – 폐쇄 망

인터넷 폐쇄 네트워크
(WAN)

Bank Mobile
Service Server

Droid-X
패턴 업데이트 서

버

DB

사용자 단말 Bank Close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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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 서비스 시작

2. 실시간 감시 시작

3.악성 앱 설치 또는
악성 앱이 설치된 SD카드

삽입

4. 악성 앱 탐지 내용을
사용자에 보고

5. 탐지된 악성코드
처리 결과를 송신

Droid-X는 초기 구동과 악성 코드 스캐닝 종료 후 실시간 감시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후 어플리케이션 실행 중 악성 앱

이 설치되었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SD카드 삽입 시 단말에서 악성 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악성

앱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실시간 감시

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5/7)

고객사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AV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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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6/7)

제품의 특장점 (1/2)

Droid-X는 ‘루팅 폰 감지’, ‘간편 악성APP 검사’, ‘정밀 악성APP 검사’ 뿐만 아니라 ‘SD카드에 저장된 악성APP 탐지’, 

‘패턴 실시간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APK, Library, WEB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가능한

AV입니다. 

우수한기능

• Android에 대한 악성코드 실시간 차단

• Android 폰 루팅 검사 모듈 제공

• 스미싱 등을 통한 악성 앱 설치 차단

편의성

• 3G/4G, Wi-Fi등 무선망을 통한 엔진 업데이트

• 연동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실행 및 종료

• 긴급 엔진 업데이트 자동으로 가능함

• 24시간 365일 긴급대응 비상 체계 운영

• 실행 시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 지원O/S : Android 2.2이상

보안성

• ‘간편검사’, ‘정밀검사’ 등의 다양한 레벨로 검사 진행 가능

• 패턴 기반, 행위 기반 검사 지원

• Property 변수 값까지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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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장점 (2/2)

2. 주요 기능 및 특장점 (7/7)

최신 악성코드 검색 엔진 변종 악성코드 검색 엔진

• 패키지 이름, APK 고유 해쉬값등을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악성
코드 대응

• 오탐과 같은 이슈가 생겼을 경우, 특정 APP에 대한 예외 처리
가능한 WhiteList 관리 가능

• 온라인에 의한 상시 업데이트, 긴급 업데이트에 의해 새로운 악
성 APP 출몰시 긴급 대처 가능

• 단순 리패키징에 의한 변종 악성 앱 탐지 가능

• 임의 파일을 추가하여 APP을 변조한 변종 악성 앱 탐지 가능

• 소스 내용을 수정 후 리패키징 했을 경우의 변종 악성 앱 탐지
가능

• Classes.dex 만 추출하여 탐지 가능

• 확장자명 변경에 의한 변종 악성 앱 탐지 가능

Droid-X는 최신 악성코드 검색 엔진과 변종 악성코드 분석 엔진이 결합된 듀얼 엔진을 사용합니다. 

악성코드 검색 엔진은 보다 정확한 스캐닝을 위해 동작을 하며, 변종 악성코드 분석 엔진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동일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스캐닝 속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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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chitecture (1/2)

S/W Architecture

플랫폼 무결성 탐지 엔진 자체 모듈 보호 엔진

정책 /  패턴 관리자

Dalvik Virtual Machine (DVM)

Android Linux Kernel

신규
악성코드
탐지 엔진

Callback 
Manager

AV Engine Manager Service Manager

변종
악성코드
탐지 엔진

AV 
Engi
ne 
I/F

Service
I/F

Event 
Managem

ent

Log
Manager

Memor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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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chitecture (2/2)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

인터넷

NSHC 패턴 업데이트 서버

L4 for SLB
Server1(Active)

Data Center

CDN Server
• CDN(Cache) 서비스
• 국내 및 일본 현지 CDN POP 위치
• 한국 <-> 일본간 국제 ISP 회신 이용

• 클라우드 서버
• 클라우드L4를 통한 로드밸런싱
• 자동 Fail-Over

Server2(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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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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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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 현황 (1/2)

Droid-X는 국제 안드로이드 AV 인증 기관인 AV-Test.org에서 인정받은 솔루션입니다.

AV-Test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AV의 탐지율과 사용성 (오탐율, 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좌표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입니다.

국제 AV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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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id-X는 GS (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GS인증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GS 인증

5. 인증 현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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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ference

Droid-X는 다수의 금융권 및 공공기관과 기업에 구축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Contact Us

영업문의:  박종승 팀장 jspark@ideatec.co.kr
전화번호: 010-9334-7182
팩스: +82 2-6952-9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3길 51 미림빌딩 202호

mailto:jspark@ideat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