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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해킹 사례와
NHN AppGuard를 활용한 대응 방안



다룰 내용

1. 개요
2.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 Android
• iOS 

3. NHN AppGuard 도입 사례



1. 개요



모바일 해킹이란?
해킹
•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

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
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

•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
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
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



• 의도하지 않은 동작
•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

모바일 해킹

모바일 해킹이란?



• 왜?

모바일 해킹

모바일 해킹이란?



모바일 해킹 사례들

모바일 해킹 사례



해킹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

모바일 해킹 사례

사용자 수 급감

매출 하락

기업 신뢰도 하락



2.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ndroid
• 게임 앱 해킹
• 대응 방안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ndroid
• 게임 앱 해킹을 해 봅시다!



• 두 가지 분석 방법
• 정적 분석
• 동적 분석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 Unity 엔진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정적 분석

C# 

mono

il2cpp

Compilation

IL
(Intermediate 

Language)



• 정적 분석
• IL 데이터 확보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Il2cpp.so

global-metadata.dat

Assembly-CSharp.dll



• 정적 분석
• Assembly-CSharp.dll 디컴파일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ssembly-CSharp.dll

Source Code

il2cpp.so



• 라이브러리 변조
• 탄창의 총알을 발사할수록 증가하게 만들어 볼까?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ssembly-CSharp.dll il2cpp.so

실행 코드 변조

Pseudo Code



• 리패키징
• Profit!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Mod.apk



• 동적 분석
• Frida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원본 코드

fopen()

스택 확보
JMP 명령어

fake_fopen()

스택 확보

원하는 코드
수행

공격력 변조
코인 변조
흐름 변조

• 동적 분석
• 프리다 후킹 동작 원리 - 인라인 후킹



const base = Module.findBaseAddress("libil2cpp.so")

Interceptor.attach(base.add(0x4d95c4), {
onEnter(args) {

console.log(JSON.stringify(this.context)); 
},
onLeave(retval) {
}

});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ndroid



const base = Module.findBaseAddress("libil2cpp.so")

Interceptor.attach(base.add(0x4d95c4), {
onEnter(args) {

this.context.r0 = 1000;
},
onLeave(retval) {
}

});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ndroid



• 대응 방안
• 서버 검증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Client Server

캐릭터 능력치
게임 재화

캐릭터 위치
핵심 로직

렌더링

사용자 입력



• 대응 방안
• 라이브러리 코드 변조 & 인라인 후킹 탐지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Runtime Memory

Stack

Heap

Code

원본 코드

fopen()

스택 확보
JMP 명령어

해시 값

Code

해시 값

==

Library 
File



• 대응 방안
• Unity 엔진 보호

Android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Runtime

global-metadata.dat encrypted_data

암호화

복호화메모리 덤프



• 해킹 유형
• 대응 방안

iOS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App

RAM

iPhone

파일 시스템

앱 설치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1): 탈옥



App

RAM

iPhone

파일 시스템

탈옥 앱 설치

인터넷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1): 탈옥



App

RAM

iPhone

파일 시스템

실행 시 탈옥

인터넷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1): 탈옥



App

RAM

iPhone

파일 시스템

실행 시 탈옥

WHY ?

• ROOT 권한을 얻기 위해

• 제한된 곳에 파일 read/write 가능

• 앱 실행 시 임의의 동적 라이브러리를 load

• 앱 해킹을 위한 디버깅이 용이함

• 탈옥은 iOS 앱 해킹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인터넷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1): 탈옥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2): tweak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tweak

tweak

tweak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2): tweak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tweak

tweak

tweak

tweak

dylib injection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앱스토어

iOS 해킹 유형(2): tweak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tweak

tweak

tweak

tweak

void attack(int damage) {
enemy.reduceHP(damage)
…
…

}

iOS 해킹 유형(2): tweak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tweak

tweak

tweak

tweak

void attack(int damage) {
enemy.reduceHP(damage)
…
…

}

void attack(int damage) {
damage = 99999999 
enemy.reduceHP(damage)
…
…

}

함수 후킹을 통해 파라미터를 변조

iOS 해킹 유형(2): tweak



RAM

debuger (lldb, gdb, …)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iOS 해킹 유형(3): 디버깅



RAM

debuger (lldb, gdb, …)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attach API에 break point를 설정하며 분석

iOS 해킹 유형(3): 디버깅



RAM

debuger (lldb, gdb, …)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보안 모듈attach

iOS 해킹 유형(3): 디버깅



RAM

debuger (lldb, gdb, …)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

if( jailbreakCheck() ) {
exit()

}

...

attach

iOS 해킹 유형(3): 디버깅



RAM

debuger (lldb, gdb, …)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

if( jailbreakCheck() ) {
exit()

}

...

디버거를 통해 해당 위치에 break point를 설정하여
보안 로직이 호출되는 함수 분석

attach

iOS 해킹 유형(3): 디버깅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해커 PC

파일 시스템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메모리 덤프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RAM

AppApp

iPhone

파일 시스템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메모리 덤프

정적 분석
(앱을 실행하지 않고 파일 내부를 역분석)

1. 보안 모듈 우회 방안 분석

2. 변조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분석

3. 변조 방안 구체화
- 어셈블리를 직접 패치
- dylib injection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보안 모듈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이 메서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구나’

보안 모듈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MSHookMessage(…)
MSHookMemory(…)
MSHookFunction(…)

…

보안 모듈

Cydia Substrate
(코드 변조 플랫폼)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MSHookMessage(…)
MSHookMemory(…)
MSHookFunction(…)

…

Cydia Substrate
(코드 변조 플랫폼)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간편하게 메서드 스위즐링

보안 모듈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func doNothing () {  
return

}

MSHookMessage(SecurityCheck.class, checkJailbreak, doNothing)
…

MSHookMessage(…)
MSHookMemory(…)
MSHookFunction(…)

…

Cydia Substrate
(코드 변조 플랫폼)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메서드 스위즐링
악성 코드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dylib injection

Cydia Substrate
(코드 변조 플랫폼)

MSHookMessage(…)
MSHookMemory(…)
MSHookFunction(…)

…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func doNothing () {  
return

}

MSHookMessage(SecurityCheck.class, checkJailbreak, doNothing)
…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악성 코드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let security = SecurityCheck()
security.checkJailbreak() 
login(id, pw)

}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func doNothing () {  
return

}

MSHookMessage(SecurityCheck.class, checkJailbreak, doNothing)
…

Cydia Substrate
(코드 변조 플랫폼)

MSHookMessage(…)
MSHookMemory(…)
MSHookFunction(…)

…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해당 로직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면 데미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Unity 심볼 분석 프로그램:
il2CppDumper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Unity 심볼 분석 프로그램:
il2CppDumper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정적 분석 프로그램: IDA pro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원본 어셈블리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바이너리 패치 수행

원본 어셈블리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바이너리 패치 수행

바이너리 패치 결과

원본 어셈블리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바이너리 코드 패치를 통한 변조 결과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코드 패치를 통한 변조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보안 모듈

보안 모듈 우회 악성 코드

코드 패치를 통한 변조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 메서드 스위즐링을 통해 jailbreakCheck() 함수 우회
(탈옥 탐지 우회)

- 바이너리 패치를 통해 getDamage() 함수 변조
(서비스 로직 변조)

- 앱의 무결성이 훼손되어 있음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앱 재서명 프로그램

해커의 서명자로 재서명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앱 재서명 프로그램
RAM

iPhone

파일 시스템

변조 앱 마켓에 배포

변조 앱 마켓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해커 PC

파일 시스템

App

앱 재서명 프로그램
RAM

iPhone

파일 시스템

App
변조 앱 마켓에 배포 어뷰저가 구매

변조 앱 마켓

iOS 해킹 유형(4): 앱 위·변조



대응 방안(1): 탈옥 탐지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Cyida 앱의 설치 여부를 판단

대응 방안(1): 탈옥 탐지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debuger (lldb, gdb, …)

대응 방안(2): 디버깅 탐지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debuger (lldb, gdb, …)

앱 내부에서 sysctl API를 통해
kinfo_proc 구조체의 값을 확인하여
P_TRACED 플래그 체크

대응 방안(2): 디버깅 탐지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트윅 설치 경로에 파일 존재 판단

tweak

tweak

tweak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대응 방안(3): tweak 탐지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load된 dylib 목록에 트윅이 있는지 판단

tweak

tweak

tweak

tweak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대응 방안(3): tweak 탐지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

} 앱 내부에서 함수 주소를 계산
=> 0x10048812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대응 방안(4): 메서드 스위즐링 탐지

tweak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
0x10048812 : userLogin(..)
0x10048820 : attackTarget(..)

…
0x10048834 : getItem(..)
0x1004883B : sendMessage(..)

[코드 영역 시작 주소]

[코드 영역 끝 주소]

• 정상인 경우, 해당 함수 주소가 코드
영역 내에 존재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

} 앱 내부에서 함수 주소를 계산
=> 0x10048812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대응 방안(4): 메서드 스위즐링 탐지

tweak



RAM

iPhone

파일 시스템

Cydia App

App

tweak

tweak

tweak

func userLogin(id: String, pw: String) {
…

}

…
0x10048812 : userLogin(..)
0x10048820 : attackTarget(..)

…
0x10048834 : getItem(..)
0x1004883B : sendMessage(..)

[코드 영역 시작 주소]

[코드 영역 끝 주소]

• 함수의 주소가 코드 영역 밖에 있는 경우
메서드 스위즐링으로 판단

• 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라는
추정이 가능

앱 내부에서 함수 주소를 계산
=> 0x10F4001A

tweak

/Library/MobileSubstrate/DynamicLibraries/

대응 방안(4): 메서드 스위즐링 탐지

tweak



App

서버

서버에서 앱의 핵심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여 저장

서버에 업로드

RAM

iPhone

파일 시스템

App

앱스토어

대응 방안(5): 앱 위·변조 탐지

원본 앱



App

서버

원본 앱

서버에서 앱의 핵심 정보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여 저장

서버에 업로드 앱 배포

RAM

iPhone

파일 시스템

App
앱 설치

앱스토어

대응 방안(5): 앱 위·변조 탐지



서버
RAM

iPhone

파일 시스템

App

핵심 정보의 해시 값을 추출하여
서버로 전송

서버에서 무결성 검증

(코드섹션의 해시 값 등)

대응 방안(5): 앱 위·변조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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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1336540&cpage=
• https://zdnet.co.kr/view/?no=20130806162314
• https://www.asiae.co.kr/article/2015091910120097310
• https://gadfactory.tistory.com/95
•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57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0621168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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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ithub.com/topjohnwu/Magisk
• https://apkvision.com/app/tools/cf-auto-root-47044/
• https://www.facebook.com/SuperSUofficial?ref=br_rs
• http://www.hungryapp.co.kr/bbs/bbs_view.php?durl=YmNvZGU9ZWxnYXJkJnBpZD0xMDIzMDM0JnVzZXI9
• https://ko.101-help.com/ef3cd1e2e0-android-phoneeseo-geulggoleul-byeongyeonghaneun-bangbeob-eungweon-eobseum/
• https://kgezzang.tistory.com/818
• https://gameguardian.net/forum/
• https://www.cheatengine.org/
• https://sbgamehacker.net/

출처

모바일 해킹 유형 및 대응

https://pixabay.com/ko/photos/%ed%95%b4%ec%bb%a4-%ec%8b%a4%eb%a3%a8%ec%97%a3-%ed%95%b4%ed%82%b9-3342696/
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ec%82%ac%ec%9d%b4%eb%b2%84-%ea%b3%b5%ea%b2%a9-%ec%95%94%ed%98%b8%ed%99%94-%ec%8a%a4%eb%a7%88%ed%8a%b8%ed%8f%b0-4444448/
https://pixabay.com/ko/photos/%eb%8f%88-%eb%8f%99%ec%a0%84-%ec%8a%a4%ed%83%9d-%ec%8c%93%ec%9d%b8-%eb%8f%99%ec%a0%84-2180330/
https://www.etoland.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etohumor02&wr_id=1336540&cpage=
https://zdnet.co.kr/view/?no=20130806162314
https://www.asiae.co.kr/article/2015091910120097310
https://gadfactory.tistory.com/95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5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06211682v
https://pixabay.com/ko/vectors/%ec%9e%ac%ec%a0%95%ec%a0%81-%ec%9d%b8-%ec%9c%84%ea%b8%b0-%ec%83%81%ec%8b%a4-%ec%82%ac%ec%97%85-7249222/
https://github.com/topjohnwu/Magisk
https://apkvision.com/app/tools/cf-auto-root-47044/
https://www.facebook.com/SuperSUofficial?ref=br_rs
http://www.hungryapp.co.kr/bbs/bbs_view.php?durl=YmNvZGU9ZWxnYXJkJnBpZD0xMDIzMDM0JnVzZXI9
https://ko.101-help.com/ef3cd1e2e0-android-phoneeseo-geulggoleul-byeongyeonghaneun-bangbeob-eungweon-eobseum/
https://kgezzang.tistory.com/818
https://gameguardian.net/forum/
https://www.cheatengine.org/
https://sbgamehacker.net/


• https://frida.re/
• https://azeria-labs.com/debugging-with-gdb-introduction/
• https://www.youtube.com/watch?v=-9X965jXrn8
• https://www.flaticon.com/free-icon/vulnerability_1995751?term=vulnerable&page=1&position=1&page=1&position=1&related_id=1995751&origi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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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vidia.com/ko-kr/geforce-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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