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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무결성 보호 솔루션 
Arxa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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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an: 신뢰할 수 없는 운영 환경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의 선두 주자 

• Purdue 대학의 NSA IA 센터 (CERIAS - http://www.cerias.purdue.edu/) 에 의해 2001년 설립 

 미 국방 시스템 보호를 위해 연구 시작 

 2001년 부터 국방 시스템 보호 적용 - Arxan Defense Systems subsidiary 

 2006년 부터 민수 시장 보급 – Arxan Technolodgy 

 

• 핵심 가치: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보호 

 

• 솔루션 성향: 악의적인 조작 공격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자체의 인지력  및 내성을 갖도록 하는 것 

 

• 주요 고객: 금융사, 디지털 미디어 및 게임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요 기반 시설 기업, 정부기관 

 

• 핵심기술: 난독화, 암호화,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응용프로그램에 내장 하여 공격에 대한 ＂원천 봉쇄" 

 소스코드 변경 없음 

 개발 주기(SDLC) 지장 없음 

 애플리케이션 작동 지장 없음 

Arxan Technolog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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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an Protects Apps Inside & Out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강화 하여, 응용프로그램과 디지털 자산의 중요 Key와 

DRM등의 보안성을 높입니다. 

 
• 응용프로그램 자체에 보안을 추가 하므로, 응용프로그램이 실행 되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에 별도의 보안이 

필요 없음 

 

• 공격에 대해 실시간으로 방어, 감지, 경보 및 대응 

 

• 강화된 응용 프로그램은 조작, 리버스 엔지니어링, 무단 액세스, 코드 주입 공격에 대해 자체 보호됨 

 

• 광범위한 멀티 플랫폼 적용 범위 

 Windows, Linux, Mac OSX 

 Android, Apple iOS,  Tizen, Windows Mobile, Linux on ARM; PPC; MIPS 

 C, C++, Objective C/C++, .NET, Java 

 Variety of cryptographic keys 

 

 



4 

국내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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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련 가이드 -  OWASP Mobile Security Project 

https://www.owasp.org/index.php/OWASP_Mobile_Security_Project 

OWASP -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위험을 
완화 하기 위한 오픈 응용 프로그램 보안 지침을 제공  

Category 2013 2014 

M1 Insecure Data Storage 2013 M2 + 2013 M10 

M2 Weak Server Side Controls 2013 M1 

M3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2013 M3 

M4 Client Side Injection 2013 M8 + 2013 M10 

M5 Poor Authorization and Authentication 2013 M5 

M6 Improper Session Handling 2013 M9 

M7 Security Decisions via Untrusted Input 2013 M4  

M8 Side Channel Data Leakage 2013 M7 

M9 Broken Cryptography 2013 M6 

M10 Sensitive Information Disclosure Lack of Binary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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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규제의 변화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 
(2015.1.27 –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보안성심의제도 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제도 폐지’ 등의 사전규제 최소화 
 기존 금감원 기술 가이드 폐지로 자율적 보안 도입 및 책임 확대 (2015년 6월 시행) 

 
 기존 금감원의 가이드를 넘어서는 선진 보안 기술 채택 필요 

(고사양 난독화/암호화, 위변조 탐지, OS변조 탐지, 후킹/스위즐링 탐지, iOS 앱 보호 등) 



7 

GuardIT® and EnsureIT™ 

Mobile에서 운용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코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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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호 기능 

 고 사양 난독화 
 암호화 
 코드/데이터 사전파괴 
 메타데이터 제거 

보호된 앱 

 체크섬 
 안티디버깅 
 리소스 검증 
 탈옥/루팅 탐지 
 스위즐링 탐지 

 앱 셧 다운 
 자가 원복 
 사용자 정의 대응 
 경보 

자가방어(내장된 보안) 

조작에 대한 대응 

해킹 및 말웨어의 위협에 대한 내성 확보 

본 솔루션은 다양한 모바일 위협으로 부터의 방어를 위해, 방어, 탐지, 대응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합니다. 또한 무결성 검증 등

을 위해 별도의 통신 및 시스템이 필요 없는 보안이 내장되는 제품으로 오프라인 작동 시에도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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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호 기능 - 강력한 Android JAVA 개발 앱/모듈 심층 보호 

본 솔루션은 Android JAVA개발 앱의 보안성을 위해 루팅 탐지, 채크섬, 난독화, 암호화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 합니다.  

디바이스 : 

루팅 탐지 

앱 : 

코드 난독화 

문자열 난독화 

메서드/변수명 난독화 

메서드 콜 숨김 

리소스 암호화 

채크섬 

클래스 암호화* 

원복/사전파괴* 

 GuardIT/Java 
    For Android 

* 지원예정 

(2015 Q 2) 

디버깅 탐지 

리소스 변조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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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호 기능 - 강력한 Android C 개발 앱/모듈 심층 보호 

본 솔루션은 중요 로직과 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Android C개발 앱의 보안성을 위해 루팅 탐지, 체크섬, 난독화, 암호화 등 다양

한 위협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 합니다.  

디바이스 : 

루팅 탐지 

앱 : 

 EnsureIT 6.0 
    for Android 

디버깅 탐지 

후킹 탐지 

 

비트코드 

 

네이티브 코드 

체크섬 

사전파괴 

원복 

코드난독화 

문자열암호화 

체크섬 

사전파괴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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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호 기능 - 강력한 iOS C/Objective-C 개발 앱 심층 보호 

본 솔루션은 Objective-C와 C언어로 개발되는 Apple iOS 개발 앱의 보안성을 위해 탈옥 탐지, 채크섬, 난독화, 암호화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체계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 합니다.  

디바이스 : 

탈옥 탐지 

앱 : 

 EnsureIT 6.0 
       for iOS 

디버깅 탐지 

후킹 탐지 

 

비트코드 

 

네이티브 코드 

체크섬 

사전파괴 

코드 난독화 

문자열 암호화 

Object-C 메서드/변수명 난독화 

체크섬 * 

사전파괴 * 

원복 

리소스 변조 탐지 

원복 

스위즐링 탐지 

쓰기가능 데이터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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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보호 프로세스 

실행 바이너리의 일부로 이
식되어 식별 하거나 제거하
기 어려움 

네트워크 구조의 보안 정책을 
적용 하고 침해 탐지 시 동작
을 사용자 정의 

보호되지 않은 바이너리 또
는 오브젝트파일로 시작 

 

원본 바이너리 

 

가드 주입 엔진 

 

보호된 바이너리 

보안 모듈을 주입하기 위한 보안 설계도 

프로그램 보안요구, 가용성에 따라 튜닝 

가드 스펙 

가드스팩에 정의된 보안 모듈을 바이너리에 
주입하는 보안 엔진 

개발툴(XCode, ANT) 통합 환경으로 구성 

가드 주입 엔진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 모듈 DB(수천종) 

가드 DB 

 

가드 스펙 

1 

2 

4 

보안 정책에 의거 하여 자
동으로 보안 기능을 바이너
리에 주입 

3 

수천 종의 다양한 보안 모
듈 데이터베이스 

가드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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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하드닝 

executeMonteCarlo() 

IsValidPassword() 

IsValidLicense() 

Application 

executeMonteCarlo() 

IsValidPassword() 

IsValidLicense() 

보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구조  
보호된 애플리케이션 구조 

(Red = Guard)  

프로그램 내에 독립된 

보호 루틴이 삽입됨 

애플리케이션 코드 변경  없는 

보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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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 보안 장치 무력화 시도를 차단 하기 위해 보안 모듈간 상호감시 체계 구성 

실패 없는 강력한 보안성 

앱  
코드 

Application 

PCLA 
Patch 
Range 

Outer Loop (LP) 
One 
Shot 

Post 
PCL 

Pre 
PCL 

F1 F2 Inner Loop F3 
Pre 
Chck 

Level 4 Check Repair Check 

~50 – 200 의 가드 구성 

Level 3 Check Check Repair Check 

Check Encr 

보호 가드 
네트워크 

Obfus 

Check Check Repair Repair Adg Level 1  
Swz 
Det 

Level 2 Check Repair Check Repair Check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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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제품 

Sub명 
지원 개발 
환경 

내용 
애플리케이션 동작 

플랫폼 
비고 

EnsureIT 

for Apple 
iOS 

Objective 
C, C/C++ 

Apple iOS 기반 APP, library에 대한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및 위협 차단 

iPhone, iPad 
 iOS 기반 

APP에 적용 

for Android 

C/C++ 

(Android 
NDK) 

Android 기반 APP, library에 대한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및 위협 차단 

Android Phone 

(NDK 기반의 APP에 적용) 

Android C 기반  

모듈에 적용 

for 
Windowsph

one 
.NET 

Window Phone기반 APP, library에 대한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및 위협 차단 

Windows mobile 

for Tizen C, C++ 
Tizen 기반 APP, library에 대한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및 위협 차단 

Tizen 

for Linux 

for Power 
PC 

C, C++ 
Linux, PowerP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library에 대한 위/변조 탐지 및 차단 

Linux, PowerPC 

GuardIT 

for JAVA JAVA 
JAVA기반의 애플리케이션, library에 대한 
난독화 및 암호화 

Android Phone, 

BlackBerry Phone, 

PC, Server JVM기반 

Android JAVA 기반  

APP에 적용 

for Linux 

for Windows 

for Mac OS 
X 

for FlexNet 
Publisher 

C, C++ 
and .NET 
(C,/C++, 
VB.NET 
AND C#) 

Linux, Windows, Mac OS X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library에 대한 위/변조 탐지 
및 차단 

Linux, Windows, Mac OS 
X 

붉은색: 대표 모바일 지원 제품  

Arxan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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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APP 보호 기능 명세 

보안 정책 내 용 비 고 

난독화 
/ 

암호화 

문자열 암호화 

 프로그램의 모든 문자열 상수 값을 암호화(난독화) 

 본 기능 미 지원 시 역공학 분석 시 프로그램상의 의미 있는 문자열(예- 
‘루팅이 탐지되었습니다’, ‘인증이 거부 되었습니다’)을 찾아 분석 범위를 
좁혀 짧은 시간에 역공학 분석 가능 

정적 분석 방어 

코드 난독화 

 코드 분할, 더미코드삽입 등 제어흐름 난독화 

 Level 1 ~ 10 까지 난독화 수준 메서드/클래스 별 차등 적용 가능하며 
숫자가 높을 수록 난독화 수준은 높아지나 가용성은 떨어짐, 난독화 수준 
펑션/구역 별 차등 적용하여 가용성을 확보한 보안성  

 코드 분할/뒤섞기, 불분명한 구조로 명령어 대체, 더미코드 삽입 

 본 기능 적용 시 역공학 분석 툴(JD-GUI, JAD등)에서 분석 불가(오류 발생) 
또는 로우레벨 코드로만 표현 됨 

정적 분석 방어 

디버그 정보 제거 

 바이너리에서 디버그 정보 제거 

 제거 정보 

- 라인넘버 테이블 / 로컬변수 테이블 / 로컬 변수타입 테이블 / 소스 디버그 
확장 정보 / 소스파일 정보 

정적 분석 방어 

클래스 암호화  Class 바이너리파일을 암호화 한 후 실행 시 복호화 *2015 Q2 지원 

클래스/메서드명 난독화 

 클래스 명, 메서드 명을 해독하기 어려운 문자열로 치환 

    (예 – RootDetect   xxhyhx ) 

 클래스 구조를 분석 할 수 없도록 전체 클래스 구조를 하나로 병합 

정적 분석 방어 

메서드 콜 숨김  중요 메서드 호출에 대해 숨김(중요 루틴 역분석 방지) 정적/동적 분석 방어 

바이너리 코드 난독화 

 프로그램 전체 또는 중요 구간에 대해 난독화 

 난독화 수준 펑션/구역 별 차등 적용하여 가용성을 확보한 보안성 

 더미코드 삽입, 코드 구조 변환, 패스 병합, 블록 섞기, 심볼 섞기, 펑션 
인라이닝 

C 코드 난독화 

정적 분석 방어 

사전 파괴 
 중요 코드 부분은 임의 값으로 채운 후 실행 시 복호화 하여 정적 분석을 

어렵게 함 
정적/동적 분석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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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APP 보호 기능 명세 

보안 정책 내 용 비 고 

난독화/ 
암호화 

리소스 암호화 

 3rd Party 라이브러리 모듈 및 중요 파일 리소스를 암호화 하여 
분석 차단 

 (.so, jpg, xml 등 APK 주요 구성요소 파일) 

클래스 암호화 가능 

위변조 탐지 
/ 

방어 

체크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 중요 구간에 대한 위/변조 탐지 시 

프로그램 종료 
코드 변조에 대한 실시간 

탐지/방어 

원복  중요 변수 위/변조 탐지 시 원복 후 정상 실행 동적 코드/변수 Data 변조 방어 

리소스 변조 확인 
 3rd Party 라이브러리 모듈 및 중요 파일 리소스 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변조 차단 (.so, jpg, xml 등 APK 주요 구성요소 파일) 

루팅 탐지 루팅 탐지 
 Android Rooting 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xCon, BreakThrough, 

tsProtector 등의 다양한 트윅에 대해서도 탐지 차단) 

기타 

안티디버그  디버깅 시도 탐지 시 프로그램 종료 동적 분석 방어 

애플리케이션 탐지  에뮬레이터에서의 앱 실행을 탐지 차단 동적 분석 방어(코드 추가) 

데이터 난독화  동적 데이터에 대한 난독화로 실행시 메모리 변조 방어 동적 분석 방어 (*2015 Q3 지원) 

JNI 인증 
 JNI 모듈에 대한 상호인증을 통해 중요 라이브러리 변경 

탐지/차단 
동적 분석 방어 (*2015 Q1 지원) 

JNI 인터페이스 난독화  C모듈과 JAVA JNI 인터페이스 명 난독화 정적 분석 방어 (*2015 Q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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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OS 앱 보호기능 명세 

보안 정책 내 용 비 고 

난독화 
/ 

암호화 

코드 난독화 

 프로그램 전체 또는 중요 구간에 대해 난독화 

 난독화 수준 펑션/구역 별 차등 적용 가능하며 숫자가 높을 수록 
난독화 수준은 높아지나 가용성은 떨어짐 

 더미코드 삽입, 코드 구조 변환, 패스 병합, 블록 섞기, 심볼 섞기, 
펑션 인라이닝 

정적 분석 방어 

함수/변수명 난독화 
 함수, 변수 명등 인식 가능한 심볼 명을 인지 불가능한 이름으로 

변경 하여 프로그램 중요구간 식별 및 후킹 시도 차단 
정적 분석 방어 

사전 파괴 
 중요 코드 부분은 임의 값으로 채운 후 실행 시 복호화 하여 

정적 분석을 어렵게 함 
정적/동적 분석 방어 

문자열 암호화 
 프로그램 내 상수 문자열에 대한 암호화로 정적분석을 어렵게 

함 
정적 분석 방어 

위변조 탐지 
/ 

방어 

체크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 중요 구간에 대한 위/변조 탐지 시 

프로그램 종료 
코드 변조에 대한 실시간 

탐지/방어 

원복  중요 변수 위/변조 탐지 시 원복 후 정상 실행 동적 코드/변수 변조 방어 

리소스 변조 탐지 
 3rd Party 라이브러리 모듈 및 중요 파일 리소스 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변조 차단 (.dylib, jpg, xml 등 IPA 주요 구성요소 파일) 
리소스 변조에 대한 실시간 

탐지/방어 

탈옥 탐지 탈옥 탐지  탈옥폰에서 실행여부 탐지 / 차단 

기타 
스위즐링 탐지  Swizzling(일종의 후킹 기법)에 대한 탐지 / 차단 

코드 변경 없이 분석만으로 중요 
보안 로직을 우회 하거나 정보를 

유출 할 수 있는 공격기법 

안티디버그  디버깅 시도 탐지 시 프로그램 종료 동적 분석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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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환경 

     JAVA기반의 Android SDK  개발환경 

 

 주요 기능 

       GuardIT for JAVA 

         - String Encryption : 프로그램 내의 모든 문자열 상수에 대해 암호화. 프로그램에 대한 동적/정적 분석을 어렵게 함. 

         - Class Encryption : 클래스 파일에 대한 암호화 후 실행 시에 복호화 하여 로드.  

                                         프로그램에 대한 동적/정적 분석을 어렵게 함. 

         - Control Flow Obfuscation : 프로그램에 대한 디스어샘블 및 정적 분석을 어렵도록 바이트코드 난독화 

                                                      (원래 또는 유사 코드로 디스어샘블 X) 

         - Renaming :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어렵도록 의미를 갖는 값(method, field, class names)을 의미 없는 값으로 치환 

         - debug info : 디버깅을 위한 모든 정보를 최종 클래스 파일에서 제거(라인번호, 변수 테이블, 디버깅 정보, 소스파일 정보등) 

 

 

* 보안 기능은 신규 해킹 유형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 추가 

 

Android JAVA Code APP 보호 제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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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내용 비고 

String Encryption  

프로그램의 모든 문자열 상수 값을 암호화(난독화) 

본 기능 미 지원 시 역공학 분석 시 프로그램상의 의미 있는 문자열(예- 
‘루팅이 탐지되었습니다’, ‘인증이 거부 되었습니다’)을 찾아 분석 
범위를 좁혀 짧은 시간에 역공학 분석 가능 

Control Flow 
Obfuscation 

코드 분할, 더미코드삽입 등 제어흐름 난독화 

Level 1 ~ 10 까지 난독화 수준 메서드/클래스 별 차등 적용 가능하며 
숫자가 높을 수록 난독화 수준은 높아지나 가용성은 떨어짐 

 - 코드 분할/뒤섞기, 불분명한 구조로 명령어 대체, 더미코드 삽입 

본 기능 적용 시 역공학 분석 툴(JD-GUI, JAD등)에서 분석 불가(오류 
발생) 또는 로우레벨 코드로만 표현 됨 

debug info 

바이너리에서 디버그 정보 제거 

* 제거 정보 

  - 라인넘버 테이블,  - 로컬변수 테이블 

  - 로컬 변수타입 테이블,   - 소스 디버그 확장 정보 

  - 소스파일 정보  

Class Encryption Class 바이너리파일을 암호화 한 후 실행 시 복호화 *2014 Q2 지원 

Renaming  

클래스 명, 메서드 명을 해독하기 어려운 문자열로 치환 

(예 – RootDetect   xxhyhx ) 

클래스 구조를 분석 할 수 없도록 전체 클래스 구조를 하나로 병합 

Android JAVA Code APP 보호 제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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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내용 비고 

Call Hiding 중요 메서드 호출에 대해 숨김(중요 루틴 역분석 방지) 

Resource 
Verification 

3rd Party 라이브러리 모듈 및 중요 파일 리소스 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변조 차단 

(.so, jpg, xml 등 APK 구성요소 파일) 

Rooting 탐지 

Android Rooting 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xCon, BreakThrough, tsProtector 등의 다양한 트윅에 대해서도 
탐지 차단) 

Emulater Detection 에뮬레이터에서의 앱 실행을 탐지 차단 동적 분석 방어 

Data Obfuscation 동적 데이터에 대한 난독화로 실행시 메모리 변조 방어 

Cross JNI Auth JNI 모듈에 대한 상호인증을 통해 중요 라이브러리 변경 탐지/차단 

JNI 인터페이스 
난독화 

C모듈과 JAVA JNI 인터페이스 명 난독화 

Android JAVA Code APP 보호 제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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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T for JAVA : 제어흐름 난독화 

‘제어흐름 난독화’는 프로그램 전체 또는 중요 코드 구간 로직에 대해 난독화하는 기술로 난독화 수준, 펑션/구역 별 차등 적용 가능합니

다. 이를 위해 더미코드 삽입, 명령어치환, 제어흐름병합/분할 등을 적용 합니다. 

난독화 적용 전 

난독화 적용 후 

원본 코드로 역공학 
분석 가능 

분석 불가 또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코드로 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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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T for JAVA : 문자열 암호화 

‘문자열 암호화’는 프로그램상의 상수 문자열에 대해 난독화하는 기술로 중요한 정보 또는 값(키 값 등)의 식별을 어렵게 하여 역 공학을 

통한 정보 유출, 분석을 방지 합니다. 

문자열 암호화 적용 전 

문자열 암호화 적용 후 

프로그램 상의 문자
열이 그대로 노출됨 

문자열이 암호화 되
어 원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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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T for JAVA : 메서드/변수명난독화 

‘메서드/변수명 난독화’는 공격자가 역공학 분석 시 코드의 내용 해독에 활용 할 수 있는 메서드명, 변수명을 해독하기 어려운 값으로 

치환하여 분석 해야할 대상 코드를 특정 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난독화 적용 전 

난독화 적용 후 

프로그램 상의 메서드, 
변수명이 그대로 노출
됨 

프로그램상의 메서
드, 변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난독화 적용 
시 클래스 구조도 
변경되어 분석이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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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T for JAVA : 디버그정보제거 

‘디버그정보 제거’는 공격자가 역공학 분석 시 활용 할 수 있는 디버깅을 위한 모든 정보를 최종 클래스 파일에서 제거(라인번호, 변수 

테이블, 디버깅 정보, 소스파일 정보등) 합니다. 

적용 전 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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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T for JAVA  : 공개형 툴 대비 높은 보안성 
강력한 ‘구획난독화’, ‘집합난독화’, ‘제어흐름난독화’, ‘예방난독화’의 제공으로 공개형 자바난독화 툴(ProGuard)대비 높은 

보안성을 제공 합니다. 

분류 보안 모듈 
기능 제공 유무 

내용 
Proguard Arxan 

제어흐름 난독화 

예방난독화 

집합난독화 

제어흐름난독화 

△ 

(쉽게 분석되는 
낮은 수준) 

O 

(분석이 어려운 
높은 수준) 

정적 디버거 등을 이용 하여 프로그램의 로직을 분석 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바이트코드 제어흐름 난독화 

(더미코드 삽입, 명령어치환, 제어흐름병합/분할 등) 

데이터난독화 문자열암호화 X O 

프로그램 내의 문자열 암호화 하여 프로그램 분석이 어렵도록 함 

본 기능 미 제공 시 키 값등 중요 정보 유출 또는 분석 범위 특정을 
통해 쉽게 역공학 분석 될 수 있음 

구획난독화 
메서드/변수명난

독화 

△ 

(쉽게 분석되는 
낮은 수준) 

O 

(분석이 어려운 
높은 수준) 

공격자가 리버스엔지니어링 시 코드의 내용 해독에 활용 할 수 있는 
메서드명, 변수명을 해독하기 어려운 값으로 치환 

구획난독화 

예방난독화 
디버그정보제거 O O 

공격자가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이용 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서 제거 

(라인넘버, 변수정보, 자바디버깅정보, 소스파일명 정보등 제거) 

변조 방지 
Resource 

Verification 
X O 중요 파일 리소스 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차단 

특수 난독화 난독화 변경 기능 X O 
코드 변경과 무관하게 매 적용시 난독화 방식을 다르게 적용 하는 
기술 

특수 난독화 
난독화 범위/수준 

조절 기능 
X O 

난독화의 수준과 적용 범위(메서드, 클래스 등)를 조정하여 가용성과 
보안성을 조절 할 수 있는 기능 

특수 보안 Call Hiding X O 중요 메서드 호출에 대해 숨김(중요 루틴 역분석 방지) 

특수 보안 
Resource 
Verification 

X O 

3rd Party 라이브러리 모듈 및 중요 파일 리소스 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변조 차단 

(.so, jpg, xml 등 APK 구성요소 파일) 

특수 보안 탈옥 탐지 X O Android 탈옥 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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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환경 

     Objective C기반의 Xcode 개발 환경, Android NDK(C/C++) 개발환경 

 

 주요 기능 

       EnsureIT for Apple iOS/Android 

         - Antidebug : 동적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디버깅 탐지 및 차단 

         - Checksum : 프로그램 위/변조 탐지 및 차단 

         - Obfuscation : 정적 분석/리버스엔지니어링 분석을 어렵도록 바이너리 난독화 

         - Repair : 중요 정보 또는 중요 로직 위/변조 탐지 시 원복 후 정상 실행 

         - Pre-Demage : 중요 코드 부분은 임의 값으로 채운 후 실행 시 복호 

         - Renaming : 해커가 인지 가능한 함수/변수 명을 인지 불가능한 구조로 변환 

         - String encryption : 프로그램 내 문자열 값을 암호화 한 후 실행 시 복호화 

         - Jailbreak : iOS 탈옥여부 탐지 차단(iOS적용기능) 

 

 

* 보안 기능은 신규 해킹 유형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 추가 

 

 

Apple iOS App/Android SDK C 코드 보호 제품 기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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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내용 비고 

Antidebug 디버깅 시도 탐지 시 프로그램 종료 동적 분석 방어 

Checksum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 중요 구간에 대한 위/변조 탐지 시 
프로그램 종료 

코드 변조에 대한 실시간 
탐지/방어 

Obfuscation 

프로그램 전체 또는 중요 구간에 대해 난독화 

난독화 수준 펑션/구역 별 차등 적용 가능하며 숫자가 높을 수록 
난독화 수준은 높아지나 가용성은 떨어짐 

  - 더미코드 삽입, 코드 구조 변환, 패스 병합, 블록 섞기, 심볼 섞기, 
펑션 인라이닝 

정적분석 방어 

Repair 중요 변수 위/변조 탐지 시 원복 후 정상 실행 동적 코드/변수 변조 방어 

Pre-Demage 
중요 코드 부분은 임의 값으로 채운 후 실행 시 복호화 하여 정적 
분석을 어렵게 함 

정적/동적 분석 방어 

Renaming 
함수, 변수 명등 인식 가능한 심볼 명을 인지 불가능한 이름으로 
변경 하여 프로그램 중요구간 식별 및 후킹 시도 차단 

Objective-C iOS기반에만 적용 

String 
encryption 

프로그램 내 상수 문자열에 대한 암호화로 정적분석을 어렵게 함 

Apple iOS App/Android SDK C 코드 보호 제품 기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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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내용 비고 

Jailbreak 탐지 탈옥폰에서 실행여부 탐지 / 차단 IOS 적용기능 

Rooting 탐지 Rooting 폰에서의 실행 여부 탐지 

Swizzling 탐지 Swizzling(일종의 후킹 기법)에 대한 탐지 / 차단 

코드 변경 없이 분석만으로 중요 
보안 로직을 우회 하거나 정보를 
유출 할 수 있는 공격기법 

IOS 적용기능 

Apple iOS App/Android SDK C 코드 보호 제품 기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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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안티디버그 

‘안티비버그’는 런타임시에 프로그램 디버깅 여부 탐지하여 런타임 디버깅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앱을 공격하기 위해 런타

임 분석 하여 메모리 또는 코드 상태를 분석 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앱 실행 중 디버깅 탐지 시 프로그램 작동 중지 
(본 화면은 시연을 위한 화면으로 실 적용 시 
탐지 메시지 출력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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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채크섬 검사 

‘채크섬 검사’는 런타임시에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 중요 구간(코드 또는 정적 데이터)에 대한 변조 탐지하는 기능으로 중

요 코드(보안 로직 등)가 분석되어 우회를 위한 변조를 탐지/차단 하는 기술입니다. 

앱 실행 중 변조 탐지 시 프로그램 작동 중지 
(본 화면은 시연을 위한 화면으로 실 적용 시 탐지 메시지 
출력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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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제어흐름 난독화 

‘제어흐름 난독화’는 프로그램 전체 또는 중요 코드 구간 로직에 대해 난독화하는 기술로 난독화 수준, 펑션/구역 별 차등 적

용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더미코드 삽입, 코드 구조 변환, 패스 병합, 블록 섞기, 심볼 섞기, 펑션 인라이닝을 적용 합니다. 

원본 코드 

난독화 전 코드 흐름 난독화 후 코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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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제어흐름 난독화 

‘제어흐름 난독화’는 매 적용 시 마다 동일한 코드에 대해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커의 역공학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합니

다. 

동일한 코드이나 난독화 적용 시 마다 다른 바이너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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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문자열 난독화 

‘문자열 난독화’는 프로그램상의 상수 문자열에 대해 난독화하는 기술로 중요한 정보 또는 값(키 값 등)의 식별을 어렵게 하

여 역공학을 통한 정보 유출, 분석을 방지 합니다. 

난독화 미 적용 시 역공학 분석으로 프로그램 
내 중요 문자열(키값 등) 식별 가능 

원본 코드 

난독화 적용 시 역공학 분석으로 프로그
램 내 중요 문자열(키값 등) 식별 불 가능 

난독화 미적용 난독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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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Renaming 

‘Renaming’은 iOS 개발에 사용되는 Objective-C 코드의 함수, 변수 명등 인식 가능한 심볼 명을 인지 불가능한 이름으로 

변경 하여 프로그램 중요구간 식별 및 후킹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미 적용 시 프로그램 변조 없

이 분석만으로도 중요 기능을 우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서드의 이름을 통해 중
요 기능 유추 가능 

난독화 미적용 난독화 적용 

메서드 명이 변경 되어 의미
를 추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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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Pre Damage/Damage 

‘Pre Damage/Damage’는 중요 데이터에 대해 의미 없는 코드로 채운 후, 실행 시 원래 코드로 원복 하여 실행 하는 기능 또

는 그 반대의 기능으로 정적/동적 역공학 분석 시 키 값 등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적용 

보안 적용 

역공학 분석을 통해 중요 값(secret) 
추출 가능 

원본 값을 추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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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원복 

‘원복’은 중요 글로벌 변수 위/변조 탐지 시 원복 후 정상 실행하여 중요한 값(키 값, 해쉬 값, 암호, 서버주소 등)을 변경 하

더라도 실행 하도록 함으로써, 해커에 의해 프로그램이 변조 되더라도 원래 코드로 복원하여 정상 실행 하는 기술 입니다. 

해커에 의해 역공학 분석을 통해 프
로그램 코드 변조된 상태(예시) 
(secrect => abcdef) 

앱 실행 중 변조 탐지 시 원본 코드
로 복구 후 실행 
(본 화면은 시연을 위한 화면으로 
실 적용 시 탐지 메시지 출력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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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IT for iOS/Android : 반응(React) 

‘반응(React)’는 앱에 적용된 보안 기능에 의해 침해가 탐지 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작동을 결정 하는 기능으로 기본 설정은 

프로그램 작동 종료 이며, 필요 시 서버에 관련 로그 전송 기능 등을 추가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방식 – 이벤트 전송 코드 추가개발(개발실) 후 보안 위배 탐지 시 호출 하도록 구성 

위해 탐지시 작동 방식에 대한 보안 설정 위해 탐지시 실행 될 프로그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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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가드 

• 확장 가능한 보안 장치는 정상적인 코드로 바이너리 형태로 주입 

• 오탐지 없음 

• 스레드, 가상머신, 관리 프로그램 형태가 아님 

손쉬운 적용 

• 자동화된 자가 방어 코드 주입 방식 

탄력적 

• 네트워크 가드=> 상호 보호로 단일 실패 없음 

• 공격에 대한 빠른 치료 및 대응 

동적인 작동 

• 비신뢰 환경에서의 실행시 방어, 탐지, 대응 

• 보호 기능을 제거하려는 동작 원천 차단 

투명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 소스코드 변경 없음 

• 레거시 애플 리케이션에 통합 용이 

다양한 언어 및 플렛폼 지원 

• C/C++, Objective C, C#, Java, .NET, Mixed-mode 

• Windows, Linux, Mac, VxWorks, Android/ARM, Apple iOS/ARM, Tizen, BlackBerry, Linux/ARM, Powe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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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 
기능 제공 유무 

비고 Arxan 
EnsureIT/GuardIT 

라온시큐어 
TouchEn AppIron 

C 모듈 보호 지원 O X 
Arxan은 C/C++, Objective-C 및 Android, iOS, Windows, Mac, linux 모두를 지원하는 

유일 제품 

iOS 지원 O Δ TouchEn AppIron : iOS는 코드 난독화만 지원 

제어흐름난독화 O X 

Arxan : 코드/데이터 난독화 및 암호화, 안티디버깅 등 다양한 안티 리버싱 기술 도입하
여 정적/동적 분석이 어려움 

 

라온시큐어 : 바이너리암호화(안드로이드 한정)로 정적분석은 어려우나 런타임시 메모
리에는 원본 코드 노출되어 메모리 덤프를 통해 분석 가능 

문자열암호화 O X 

메서드/변수명난독화 O X 

Pre-Damage O X 

디버그정보제거 O X 

Call Hiding O X 

Class Encryption(바이너리암호화) O O 암호화 바이너리는 런타임 시 메모리에 복호 되므로 분석 가능 

난독화 범위/수준 조절 기능 O X 
라온시큐어 : 일관적인 전체 바이너리 암호화 적용으로 가용성/보안성 조절이 되지 않
나 고 가용성이 필요한 압의 경우 적용이 어려움 

Checksum O O 
Arxan : 코드변경 불필요하며 서버 등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음 

라온시큐어 : 개발 시 코드 변경 필요하며 무결성 검증 서버 구축 필요 

Resource 변조 탐지 O X 

Repair O X 코드/데이터 변조 탐지시 원복 하여 실행 

탈옥 탐지 O X 

루팅탐지 O X 

Anti debug O X 대표적 런타임 분석 방지 기술(메모리/코드) 

Swizzling 탐지 O X 코드 변경 없이 iOS APP보안 우회 가능한 공격기법에 대한 방어 

자가방어 O X 적용된 보안(위변조탐지, 안티디버깅 등)에 대한 자가 방어 기능 

알고리즘 변경 O X 매 적용시 마다 난독화/암호화 등 중요 알고리즘을 다르게 하여 분석을 어렵게 함 

고객사 글로벌 450여 개사 국내 일부 

관련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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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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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A은행(국내) 
- 모바일 뱅킹 앱 

- 모바일 전자지갑 앱 

•목표:  모바일 뱅킹을 통한 금융 거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필요 

           모바일 앱에 대한 위변조, 분석 등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방어 필요 

대상 : Android/iOS Phone, iPAD, Android 태블릿 

과제:  모바일 앱 내부의 보안장치 및 중요 정보(암호화 로직, 루팅 탐지, 비즈니
스 로직 등)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한 유출 및 우회에 대한 방어가 필요 
했음 
 

 
 
 
 
 
 

Arxan 솔루션:  

– 코드 하드닝 

– Java와 Native code (Objective C, C++)에 대한 방어 

– 적용제품 : GuardIT for JAVA(Android), EnsureIT for iOS 



43 

•목표: 모바일 스마트카드 앱을 통한 금융정보 처리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필요 

         모바일 앱에 대한 위변조, 분석 등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방어 필요 

대상 : Android/iOS Phone, iPAD, Android 태블릿 

과제:  모바일 앱 내부의 보안장치 및 중요 정보(암호화 로직, 루팅 탐지, 비즈니
스 로직 등)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한 유출 및 우회에 대한 방어가 필요 
했음 
 

 
 
 
 
 
 

Arxan 솔루션:  

– 코드 하드닝 

– Java와 Native code (Objective C, C++)에 대한 방어 

– 적용제품 : GuardIT for JAVA(Android), EnsureIT for iOS 

- 모바일 스마트 카드 앱 

- 모바일 앱카드 앱 금융 - B카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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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모바일 상품권 앱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필요 

          모바일 앱에 대한 위변조, 분석 등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방어 필요 

대상 : Android/iOS Phone 

과제:  모바일 앱 내부의 보안장치 및 중요 정보(암호화 로직, 루팅 탐지, 비즈니
스 로직 등)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한 유출 및 우회에 대한 방어가 필요 
했음 
 

 
 
 
 
 
 
 

Arxan 솔루션:  

– 코드 하드닝 

– Java와 Native code (Objective C, C++)에 대한 방어 

– 적용제품 : GuardIT for JAVA(Android), EnsureIT for iOS 

 

모바일 상품권 앱 유통/금융 – C사(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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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Barclays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Peer to Peer 지불을 할 수 있도
록 개발 (이메일 주소 기반의 Paypal과 유사) 

•대상 : Android/iOS Phone 

과제: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 내부의 보안장치 및 중요 정보(암호화 로직, 루
팅 탐지, 비즈니스 로직 등)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한 유출 및 우회에 대
한 방어가 필요 
 
 
 
 
 

Arxan 솔루션:  

– 코드 하드닝 

– Java와 Native code (Objective C, C++)에 대한 방어 

– Blackberry 기반에 대한 보호 

- Mobile Phone Person to Person Payment Application 
- Mobile Banking Application 금융: Barc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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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BRIC국가로 서비스 확장을 위해 Android와 iOS기반의 Square 전자지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강화 

•대상 : Android/iOS Phone, iPAD, Android 테블릿 

과제:  Square의 보안팀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암호 로직과 키 그리고 중요 비
즈니스 로직, 루팅 탐지 루틴 등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및 위변조로 부터 방어 하
고자 했음 
 
 

 
Arxan 솔루션 :  

– 코드 하드닝  

– Android와 Apple iOS기반의 결재처리 애플리케이션 중요 로직 보호 

   (Java와 Native code (Objective C, C++)에 대한 중요 로직) 

– 적용제품 : GuardIT for JAVA, EnsureIT for iOS/Android 

 

Mobile Payment  Application 금융: Square 



47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비티파트너스는 고객의 요구에 한발 앞서 대응하며  

귀사의 특화된 보안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