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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Android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악성 코드와 위·변조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변조 애

플리케이션은 실행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보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의 시스템에서 사용자 개인 및

금융 정보 노출도 가능합니다.

금융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위·변조앱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이후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라
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위·변조 앱을 게시한 사이트를 적발·폐쇄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해 위·변조 앱 유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2012-03-21

전자신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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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 Protect 소개

제안사의 솔루션 모델명은 APP Protect 이며, 제안 솔루션 특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 APP Protect

앱위변조방지기능 시스템해킹및위변조방지기능

업데이트및최신기술에대한이슈대응

➢ 고도화된 Rooted 및 Jail Breaking 탐지 (Server Base)

➢ OS 자체의 변조확인

➢ 디버깅탐지

➢ 주요스마트폰 OS 지원(Android, iOS)

➢ 검증된인증모듈(KCNVP인증 모듈 *nSafer)을 통한

앱무결성검증

➢ ECDH를 이용한 One Time 인증토큰으로 더욱강력한보안성제

공

➢ 애플리케이션 위변조탐지가능(Dynamic Hash)

실시간대응시스템연계

➢ 스마트폰해킹 보안팀을통한이슈대응

➢ iOS APP Thinning 이슈대응

➢ 최신패턴업데이트 지원

➢ 위변조앱접근기록 로깅등 Web Console 

기능지원

➢ 비정상행위에 대한접근기록로깅

➢ 위변조모니터링을 위한통계기능제공

➢ 위변조탐지기 앱실행차단기능

*nSafer (고속 S/W 암호 모듈)

• 국내외 표준 알고리즘 지원 : RSA, ECDSA, SEED, ARIA, SHA-2, DRBG, …
• 각종 보안 제품에 탑재, 안정적 기능 (Since 2005).
• 암호 연산 최적화 / 유지보수 기술 보유 : 암호 연산 모듈 자체 개발, 최신 고속화 기법 적용, 차세대 암호 모듈 R&D
• 각종 국가 공모전 경진대회 수상 : 국가암호 공모전 대상 (2013), 블록암호 LEA/ 고속해쉬 LSH 구현 경진대회 우수상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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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 Protect 소개

APP Protect 솔루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루션 구성도

사용자 로그인

공개키 /패턴 이용
APP Protect API 호출

기존 로그인 정보
+ 

검증데이터 이용
전문생성 후 로그인요청

② APP Protect 
초기 데이터 회신

④ 결과 회신

기존 로그인 정보
+ 

검증데이터 이용
전문생성 후 로그인 요청

공개키/패턴이용
APP Protect API 호출

APP Protect Library

검증 데이터 생성

수신 결과에 따른 진행
+

위·변조 여부에 따른
종료 안내문구

APP Protect Library

검증 데이터 확인 

결과값

APP Protect Library

초기 데이터 생성 

결과값

APP Protect API 호출

공개키 및 패턴 생성

유효한 사용자 체크 및 처리
+

검증데이터 확인을 위해 API 호출
1) 위·변조 되었을 경우 세션 초기화

2) 정상일 경우 정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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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앱 위·변조 방지를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고도화된 기법을 이용해 플랫폼 변조(루팅, 탈옥) 여부를 검사합니다.

플랫폼 무결성 검증

• APP Protect 클라이언트(Android, iOS) 는

APP Protect 서버에 초기

데이터(공개키+패턴)를 요청한다. 

• APP Protect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준비된 초기데이터를

단말기로 내려준다.

• APP Protect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로부터 받은 초기데이터를 이용해

검증 데이터를 만들어 서버로 재전송한다.

• APP Protect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검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스템 위·변조

여부를 판정한다.

① 솔루션 기동과 함
께 패턴 페이지 호출

(Login)

② 초기데이터 요청

③ 초기데이터 응답

④ 검증데이터 전송
⑤ 플랫폼 무결성 검
증 및 순정 단말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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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Dynamic Hash 검증은 고정 Hash값이 아닌 동적으로 변경된 Hash값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위·변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검증 시마다 Hash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Anti Man-In-the-Middle

Attack 기능)

Dynamic Hash 검증

• APP Protect 클라이언트 검증 초기화를

요청하면 서버에서는 서버공개키와 시스템

검증 패턴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 클라이언트는 검증파일을 읽어서 Dynamic 

Hash를 생성하고, 서버에서 제공된 시스템

검증 패턴으로 시스템 무결성을

검사합니다 .

• 클라이언트는 Dynamic Hash와 시스템

검사 정보등이 포함된 검증데이터를

생성하고 암호 화하여 서버에 전송합니다.

• APP Protect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암호화된 검증데이터를 복호화한 후

검증결과를 생성한 후에 클라이언트에

검증결과를 제공합니다.

① 검증 초기화 요청

③ Dynamic Hash 생성

⑤ 암호화 된 검증 데이터 전송
④ 검증데이터 생성

및 암호화

② 서버 공개키 및 검증 패턴 전송

⑥ 검증데이터 복호화

⑦ Dynamic Hash 검증

⑧ 검증결과 생성

⑨ 검증결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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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으로 관리 서버에서 위∙변조 체크를 위해 어플리케이션(iOS는 실행 바이너리)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기능을 통해 APP 버전 및 OS별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으며 ,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별로 위∙변조 점검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 웹 콘솔

접속 로그인 화면

APP 정보 등록 화면

APP 로그 정보 화면APP 정보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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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관리 서버의 기능으로 OS, 위∙변조 검출 항목, 시스템 위∙변조 등 관리자가 한 눈에 해당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통계그래프 및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감사 및 보안이벤트 데이터는 DB에 저장되어 보안 이벤트를 관리하

기 위한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유연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관리 – 통계 기능

동계 그래프 화면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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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APP Protect의 제품과 연관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연관특허 적색표기)

자체 특허 보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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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제 2013-000xxxx호 2013.01.21 동적 해싱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검증 방법 ㈜NSHC

특허 제 2013-000xxxx호 2013.01.21 클로즈드 소스로 클라이언트에 탑재되는 플랫폼의 검증 방법 ㈜NSHC

• 스마트 폰 H/W 키보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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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APP Protect는 GS (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GS인증은 국산 소프

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G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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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APP Protect 주요 기능 요약

항목 세부내용

Platform 구분

비고

iOS Android

앱 위·변조
방지

검증 받은 방식을 이용한 One Time 인증 토큰 제공 ● ● ECDH를 이용한 One Time 인증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여부 탐지 기능 ● ● Dynamic Hash를 이용하여 검증

시스템 해킹
및 위·변조 방

지 기능

루팅, 탈옥 등 플랫폼 위·변조 탐지 ● ●
플랫폼이 해킹된 비정상 단말 검증 (서버 기반, 특허 등록)
Tweak APP및 Su파일 숨김 탐지 및 대응 가능

디버깅 탐지 ● N/A

ADB Shell 탐지 N/A ●

국정원 인증 모듈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 ● KCMVP 인증 암호모듈 nSafer를 통한 무결성 검증

코드 난독화 기능 ● ●
Android 의 경우 ProGuard를 통한 컨설팅 제공
(Duo Shield 를 통한 난독화 컨설팅 별도 구매, 
iOS 의 경우 문자열 난독화 및 기본적 난독화 컨설팅 제공)

관리/로깅
/모니터링

/운영

비정상 행위에 대한 접근 기록 로깅 ● ● Web Console

중앙관리자 통계기능 제공 ● ● Web Console

실시간 보안 이벤트 분석 기능 ● ● Web Console

위·변조 어플리케이션과 대상 네트워크에 대한 차단 ● ● 위·변조 탐지 시 어플리케이션 실행 차단,  Web Console

관련된 각종 로그 관리기능 제공 ● ●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및 시스템 위·변조, 작업 로그 등
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최신 기술 및 이슈 대응, 업데이트 지원 ● ● 해킹 보안 전문가를 통한 이슈 대응

금융 감독기관 보안성 심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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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솔루션과의 기능 비교

대분류 중분류 APP Protect S사

1. 앱 위·변조 방지 기능

ECDH를 이용한 One Time 인증 토큰 제공 ● (인증서방식)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여부 탐지 기능
( Dynamic Hash Process 적용 – NSHC 단독 특허 등록)

●

2. 시스템 해킹 및 위변조 방지
기능

고도화된 루팅 및 탈옥 탐지 (서버 기반, 특허 보유) ● (지원 불가능)

디버깅 방지 (iOS),  ADB Shell 탐지 (Android) ●
●

국정원 암호 인증필 암호 모듈을 통한 무결성 검증 ● ●

코드 난독화 기능
(Android의 경우 ProGuard 를 통한 컨설팅 제공, Duo Shield 별
도 구매,
iOS 의 경우 문자열 난독화 및 기본적 난독화 컨설팅 제공) 

●

3. 실시간 대응 시스템 연계

위·변조 앱 접근 기록 로깅 등 Web Console 기능 지원 ● ●

신속한 패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한 실시간 대응 ● ●

해킹 보안 전문가를 통한 Issue 대응 ●

4. 기타

금융 감독기관 보안성 심의 지원 ● ●

내부 감사를 위한 보안성 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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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ference

제안사의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인 APP Protect는 현재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중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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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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