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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토렌트 사용 주의…최신 영화 미끼 ‘넷플
릭스 위장’ 악성코드 유포중
토렌트에서 최신 영화를 미끼로 온라인 동영상 스
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ilx)’ 플레이어를 위
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Made in Korea? 한글로 만들어진 랜섬웨
어 ‘직소’
완벽한 한글 안내문과 소스코드와 폴더 경로 등에
쓰인 한글로 인해 한국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한 보안업체는 한국인 개발
자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소(JigSaw) 랜섬
웨어 변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직소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공포
영화 ‘쏘우(Saw)’에 등장했던 광대 마스크 ‘빌리
공격자는 토렌트에 최신 영화로 위장한 파일을 업

더 퍼펫’ 이미지를 보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로드 해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해당 파일을 다운

마다 암호화된 일부 파일을 삭제해 사용자가 비트

로드 하면 최신영화 위장 파일(.mkv), 넷플릭스 플

코인을 지불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하는 특징을 가

레이어 설치 및 설정방법 안내문(.jpg), 정식 넷플

지고 있다. 이번 랜섬웨어 변종은 광대 마스크 이

릭스 MKV 플레이어 설치 주소(.txt) 등 총 3개 파

미지 노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이 기존 직소

일이 다운로드 되도록 하고 있다.

랜섬웨어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식 넷플릭스 MKV 플레이어 설치 주소’

한 보안업체는 소스코드 분석 결과 주석, 폴더 경

파일을 실행하면 넷플릭스 플레이어로 위장한 악

로 등에서 다량의 한글이 발견된 정황을 통해 한

성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이 나온다. 해

국인 개발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

당 URL에 접속해 악성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코드

고 있다. 다만 해당 랜섬웨어를 분석하던 시점까

에 감염된다. 이 때 동영상 플레이어도 함께 다운

지는 실제로 파일 암호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로드되므로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의심

각종 제작상 오류(버그)도 발견되는 등 이번 변종

하기 어렵다.

은 테스트용으로 제작한 샘플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감염 이후, C&C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다. 이는 악

으로 보인다.

성코드 추가 다운로드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랜섬웨어를 발견한 보안업체 부사장은 "이번

한 보안업체 센터장은 “휴가철을 맞아 집에서 온

직소 랜섬웨어의 변종을 통해 한국인 개발자까지

라인 영화를 즐기는 사용자를 노리는 악성코드가

랜섬웨어 공격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식 콘텐츠를 이용

앞으로 국내 사용자의 심리와 특성을 정교히 활용

하고 동영상 플레이어 등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한 더욱 진화된 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는 출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

나타냈다.

부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884&kind=1&search=title&find=%C1%F7%BC%D

eView&idxno=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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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냐? 비트코인 지갑주소 바꾸는
악성코드 발견
최근 수신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해커의 지갑
주소로 바꿔치기하여 비트코인을 탈취하는 악성코
드가 유포되고 있다고 보안업체 하우리는 밝혔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위협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 편승한 이메일
해킹 공격 출현
최근 비트코인 거래 업무를 보는 법인 대표를 대
상으로 스피어피싱 공격이 발생하는 등 비트코인
과 관련한 내용으로 악성파일이 여럿 유포된 정황
이 포착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비트코인 거래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 사용자 PC의 메모리에
상주하며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
는 과정에서 동작한다. 송금하기 위해 수신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 넣는 순간,
클립보드 내의 수신자의 지갑 주소를 해커의 비트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비트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

코인 지갑 주소로 바꿔치기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한 악성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되어 특정인에게 보

이로 인해 송금한 비트코인은 원래 수신자의 비트

내지는 이른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기

코인 지갑 주소가 아닌 해커의 지갑 주소로 송금

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스피어 피싱

되어 탈취된다. 해커는 사전에 1만 개의 비트코인

공격에는 워드(DOCX) 문서와 한글(HWP) 문서 등

지갑 주소를 생성해 악성코드에 포함시켰으며, 사

에 삽입된 EPS(Encapsulated PostScript) 개체의 보

용자가 송금하기 위해 복사한 수신자 비트코인 지

안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갑 주소와 가장 유사한 지갑 주소를 1만 개의 지

먼저 워드 악성문서를 악용한 사례로 해당 악성문

갑 주소 중에 찾아내어 바꿔치기한다. 수신자의

서는 word/media 하위 경로에 ‘image1.eps’ 파일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가장 유사한 문자들을 가진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PS는 어도비

지갑 주소로 바꿔 쳐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쉽게

(Adobe) 포스트스크립트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래

알아채기가 어렵다.

픽 파일 포맷으로 캡슐화된 형태를 통해 특정 개

이 사실을 발견한 하우리 보안연구팀의 한 연구원

체 내에 삽입이 가능하다.

은 "악성코드 제작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들을

워드 문서 뿐만 아니라 한글 악성문서를 기반으로

추적한 결과, 약 1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미

하는 스피어피싱 공격도 확인됐다. 2017년 6월 초

탈취되어 있었다"라며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상

에 금융감독원 사칭으로 비트코인 거래 업무를 보

대방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는 법인대표를 상대로 스피어피싱 공격이 진행된

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983&kind=1

618&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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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의 다중서명방식 지갑에서 300

미국 금융 산업 노리는 트릭봇, 네커스로

억원 도난당해

날개를 달다

수백 억원의 돈이 암호화 화폐 지갑으로부터 도난

네커스 봇넷이 트릭봇(Trickbot)이라는 뱅킹 트로

당했다. 애터니티(æternity) 블록체인, 에지레스 카

이목마를 미국 금융 기관들에 퍼트리고 있다. 트

지노(Edgeless Casino), 스웜시티(Swarm City)와 같

릭봇은 밴인더브라우저(MitB) 공격에 활용되는 멀

은 상업용 플랫폼이 직접적인 해킹 공격의 표적이

웨어로 2016년부터 발견되어 왔다.

되었다고 한다. 도난당한 돈의 총 액수는 153,000
이더리움으로,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트릭봇을 발견한 한 보안업체는 7월 17일
mac1이라는 이름의 스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해커가 익스플로잇 한 취약점은 일종의 다중서명
방식 지갑에 있던 것으로, 이 지갑의 이름은 월렛
솔(wallet.sol)이며 이 지갑을 만든 기업은 패리티
(Parity)다. 해커는 이 취약점을 파고들어 지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깨끗하게 비워냈다.
패리티에 따르면 이 취약점은 표준 다중서명 방식
의 계약서 중 패리티 지갑의 변종에서 발견되었다
고 한다. 다행히 보안 전문가 일부가 이 현상을
미리 발견해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둠으로써
377,000 이더리움이 전송되는 걸 막았다. 패러티
는 “다행히 일부 보안 전문가들께서 도움의 손길
을 줬고, 그래서 취약점을 빨리 패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마 패치의 용이성을 해커도 깨닫
고 돈을 빨리 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암호화 화폐나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말하고 싶다
면 무엇보다 지갑부터 좀 손을 봐야 합니다. 교환
소에 돈을 많이 저장해두지 마세요. 교환소는 말
그대로 교환 활동을 발생시키는 플랫폼이지 예치
금을 가지고 있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라고 당부
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898&mkind=1&kind=1
6

걸 발견했는데, 그 캠페인의 주력 무기가 트릭봇
이었던 것이다. 추적을 한 끝에 네커스 봇넷이 멀
웨어를 퍼트리는 거대한 원동력임을 알아냈다. 보
안업체 측은 "미국의 50개 은행과 13개 금융 기
업들이 공격을 당했더군요."라고 말했다.
트릭봇 공격으로 공격자들은 정확히 뭘 노리는 것
일까? "계정을 가로채거나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
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멀웨어가 빠르고 넓
게 퍼지면 퍼질수록 관련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내에서 트릭
봇이 퍼지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한 보안업체 연구 책임자는 설명했다. 한편 또 다
른 보안업체는 금융 산업을 겨냥한 또 다른 멀웨
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름은 이모텟(Emotet)
으로 기본적으로는 로더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한 위협 시스템 책임자는 "기존의 뱅킹 멀웨어들
은 최대한 많은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했지만

요즘

발견되는

것들에서는

인젝트

(inject)를 활용해 특정 은행의 구조에 맞게 '맞춤
형'으로 변모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931&kind=1&search=title&find=trick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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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틴코, 5년간 들키지 않고 50만 대 감

‘PC방 관리 프로그램’ 통해 악성코드 유

염시켜 클릭수 장사

포! 계정·게임머니 탈취 노리나

지난 5년 간 은밀하게 세력을 확대해온 봇넷이

최근 보안이 취약한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악용

한 보안 업체 연구원들에 의해 정체가 드러났다.

한 악성코드 유포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스탄틴코(Stantinko)'라 불리는 이 봇넷은 지
금까지 50만 대의 시스템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
산된다.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PC방에 설치된 모든 PC들
스탄틴코는 막대한 수준으로 코드를 암호화하고

은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버에 연결되어 프로

안티 멀웨어 탐지를 피하는 데 빠르게 적응함으로

그램 설치·삭제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데, 공격

써 5년의 세월 동안 발각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

자는 이 점을 노려 보안이 허술한 관리자용 PC에

었다고 한 보안업체는 설명했다. 스탄틴코 공격자

접근한 뒤 관리 프로그램을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백

악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관리자용 PC가 백

그라운드에 스탄티코가 은밀히 설치되도록 하였다.

신, SW, OS 업데이트 등을 실행하지 않아 보안이

스탄틴코의 주요 기능은 '더 세이프 서핑(The Safe

취약하다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PC의

Surfing)'과 '테디 프로텍션(Teddy Protection)'이라

관리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PC방 내에 있는 모든

는 악성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것이다.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보안업체 측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브라우저

감염 이후, 공격자는 C&C 서버(공격자가 악성코

익스텐션 같지만 스탄틴코에 의해 설치되면 클릭

드를 원격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에 접속

수 조작과 광고 주입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컨피

을 시도하고, 사용자 PC에서 사행성 도박과 관련

겨레이션을 수신한다고 설명했다.

된 기록들을 모니터링한다. 이는 사용자 계정, 게

또한 스탄틴코가 안티 바이러스 탐지를 피해가는

임머니 탈취 등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일으킬 목

수법에서 매우 탁월하고 재생하는 메커니즘도 강

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안업체 측의 설명이

력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성공적으로 깔리고 나면,

다.

피해자의 기기에는 두 가지 악성 윈도우 서비스가

보안업체 센터장은 "PC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

설치된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삭제되는

하는 곳인 만큼 관리자는 더욱 철저하게 보안 관

경우, 다른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다시 설치한다.

리를 해야 한다"며 "또한, 사용자도 PC방, 도서관,

따라서 스탄틴코를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카페 등에서 공용 PC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금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고 보안업체

융거래 및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작업은 자

는 지적했다.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939&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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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세그웨이 해킹 가능해…운전자 위험한 상

취약점
하드웨어 거인 델과 레노보에서 치명적
취약점 발견
델 시스템에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인 델 프리시
젼 옵티마이저(Dell Precision optimizer)와 인빈시
아엑스(Invincea-X), 인빈시아 델 프로텍티드 워크
프세이스(Invincea Dell Protected Workspace)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황 만들 수 있어
한 보안업체의 연구원에 따르면 세그웨이 호버 보
드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
를 모니터링하고 기기를 잠그거나 정지시켜 운전
자를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리버스 엔지니
어링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세그웨이 miniPRO 핸
즈프리을 통한 Ninebot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통신을 가로챌 수 있음을 밝혀냈다.

첫 번째 취약점은 CVE-2016-9038로 특별히 조작

연구원들은 공격자가 블루투스 스니퍼를 사용해

된 데이터를 주입시키면 기기의 드라이버가 읽기

Nordic UART의 수정 버전, 블루투스 서비스, 블루

및 쓰기 권한을 모두에게 허가하도록 설정할 수

투스 스니퍼를 통한 스쿠터의 리버싱된 통신 프로

있다.

토콜(원격 제어 및 구성 설정에 사용되는 것과 동

두 번째 취약점은 CVE-2016-8732로 엔드포인트

일 시스템)로 Ninebot 스쿠터와 연결할 수 있음을

보안 솔루션인 인빈시아 델 프로텍티드 워크스페

찾아냈다. 이 경우 사용자 PIN 인증이 없이 연결

이스 5.1.1-22303 버전에서 발견된 다량의 보안

설정이 가능했다. 이러한 취약점을 발견한 연구원

오류들과 관련이 있다.

은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 한 공격자는 호버보드

세 번째 취약점은 CVE-2017-2802로 델 프리시전

에 명령을 보내고 익스플로잇들을 사용할 수 있다.

옵티마이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버그다. 임의의

그들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호버보드 자체를 갖

코드를 실행 가능하도록 해준다.

고 있을 필요가 없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는 수행

한편 어제는 레노보에서 만든 VIBE 스마트폰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역시 총 세 가지 취약점인

또한 Ninebot앱을 사용하면 근처의 세그웨이들

데 하나는 CVE-2017-3748로 nac_server 요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해당 지역의 운

접근 통제 메커니즘에서 발견된 것이다. 다른 둘

전자들 위치를 색인화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

은 CVE-2017-3749와 CVE-2017-3750으로 각각 이

공한다. "호버 보드를 타고 가면 휴대전화의 GPS

데아 프렌드 안드로이드(Idea Friend Andriod)와 레

가 위치 데이터를 세그웨이 서버에 업로드하고 주

노보

기적으로 공개되므로 악용하기 쉽다"라고 연구원

시큐리티

안드로이드(Lenovo

Security

Android)라는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발견됐다.

은 말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628&mkind=1&kind=1

eView&idxno=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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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사고
어나니머스,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 해킹
국제 해킹조직 어나니머스 해커가 공공기관이 운
영 중인 쇼핑몰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어나
니머스 소속이라 밝힌 '미니언 고스트'는 트위터에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중국 해커, 한국 200여개 웹사이트 해킹
해 광고 삽입! 한국인 사주했나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국내 웹사이트 약
200여곳을 해킹한 후, 광고 스크립트를 추가해 특
정 경로를 광고 페이지로 악용한 사건이 드러났다.

한국 공공기관 해킹 사실을 알리고 일부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 어나니머스는 자료 공유 사이트
페스트빈에 00군청이 운영 중인 쇼핑몰을 해킹해
사용자 개인정보 229건을 유출했다. 이메일과 ID,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였고, 이중에 정부 공무원
이메일이 포함되어 이를 이용한 2차 해킹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작전을 발견한 보안업체 하우리 실장에 따르
면 해킹된 국내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악성 스크립
트 중 중국 해커가 소유한 도메인이 6월 6일 등록
된 것으로 보아 6월 6일부터 준비를 시작했으며,
대략 6월 14일부터 국내 사이트를 해킹해서 광고
를 삽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삽입된 광고는 얼짱캠, 채팅, 대화방. 킹카, 만남
등의 광고 키워드를 통해 채팅·성인 사이트로 연
결시키는데, “정말 좋은 얼짱캠 정보를 모아놨다”
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중국 해커들이 수행한 작전이고, 삽입된 광고의
주제가 '사랑'이여서 #Operation LoveChina 로 명명
보안업체 하우리 실장은 "SQL인젝션 공격으로 데

된 이번 공격 캠페인은 삽입된 광고가 국내 광고

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빼낸 후 일부는 공개하고

인 것으로 보아 한국인 광고업자가 중국 해커에게

나머지는 연락하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면서 "인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네시아 해킹그룹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최근

이번 작전과 관련해서 하우리 실장은 "지금은 비

일주일 사이 국내 도메인을 뒤지며 취약한 분야를

록 광고가 삽입됐지만, 해킹된 200여곳의 웹사이

공격하고 있다"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도 공격 중

트를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통로로 바꿀 경우 그

"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며 "특히,

올 초 발생한 '여기어때' 고객 정보 유출사고도

랜섬웨어 등으로 바꿀 경우에는 200여개 웹사이트

SQL인젝션 공격이다. SQL인젝션은 대량의 정보

에서 동시에 랜섬웨어를 유포할 수 있어 매우 위

유출이 가능하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

험하다"고 우려했다.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http://www.etnews.com/20170714000241

883&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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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의 실수로 부팅을 불가능하게 하는 랜섬웨어 주의
□ 개요
최근 랜섬웨어의 유포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랜섬웨어가 등장하였다. 해당 랜섬웨어는 기
존의 랜섬웨어와는 다르게 확장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암호화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윈도우의 시스템 파일까지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감염 이후에 운영체제 부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염
자는 랜섬웨어의 감염여부를 알 수 없어 공격자가 파일의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격자의 제작상 실수로 여겨진다.

□ 내용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 시 PC 내 특정 확장자의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암호화된 파일명+해커
의 전자 메일 주소].scarab”로 변경한다. 또한 변경된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에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전자 메일을 보내라고 알린다.

[그림 1] 변경된 확장자명

[그림 2] 감염 알림 메시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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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랜섬웨어는 특정 확장자의 파일 뿐만 아니라 확장자가 없는 파일도 암호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C 드라이브 경로에 존재하는 "ntldr", "grldr", "bootmgr" 파일들 또한 암호화한다. 해당 파일들은 마
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파일들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들이 손상되
는 경우 부팅이 불가능하다.

[그림 3] 부팅 관련 파일 암호화
파일 암호화를 수행한 뒤 감염 알림 메시지를 출력함과 동시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종료시키는 명령
(shutdown)이 수행된다. 따라서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감염 PC는 부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용자는 랜섬웨어의 감염을 알리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다.

[그림 4] 부팅 실패 알림 문구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Z.Agent.359424.DJ

작성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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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누가 키웠어?
SMT solver 문제를 해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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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누가 키웠어?
비트코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온
WannaCry 랜섬웨어 덕분에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갑자기 비트코인 시장이
활발해진 이유는 무엇이며 너도나도 투자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림 2]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

우선 비트코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2009년
나가모토 사토시에 의해 만들어진 디지털 통화 즉,
가상화폐이다.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며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각각의 고유 주소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
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PC를
이용하여 암호화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일정량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채굴’이라고 한다. 여러
[그림 3] 비트코인 전용 채굴 프로그램

대의 PC로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지게 된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GPU(그래픽 카드) 연산을 통해 채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개인 혹은 작업장을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때 국내에서 그래픽 카드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다.

품절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 물품을 포함

어디를 가나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똑같

해서 말이다. 무려 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해도 그

을 것이며 이는 악성코드 제작자 또한 마찬가지일

래픽 카드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트코인

것이다. 악성코드가 이를 이용한다면? 감염된 PC

은 더이상 GPU 연산이 아닌 전용 채굴기를 통해

의 그래픽 카드에 따라 채굴량은 다르겠지만 많은

채굴한다. 이더리움과 같은 특정 코인들만 GPU를

PC가 감염되어 채굴을 하게 된다면 무시하지 못

사용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욕은 비트코인이

할 양이 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셈

받는 셈이다.

이다.
이와 같은 악성코드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최근까지도 유포되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어느 비트코인 채굴장 모습

[그림 4] 비트코인 악성코드
처음에 언급한 랜섬웨어! 이것이 비트코인 시장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든 주범이다. 초창기 비트코인
시세는 1BTC(비트코인 단위)당 3.3원 정도였다. 그
러나 지금은 2017년 5월 한 때 한화 4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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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넘는 가격이 형성되었다. 물론 최근 다시

이러한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은 더욱더 커지

200만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초창기 헐값에 보

게 된 것이다. 어찌보면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비

유하고 있던 사람은 아마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트코인/알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코인 시장

큰 행운이 찾아온 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에 뛰어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시세는 가상 화폐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변

다.

동 또한 각각 다르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이제는

재미난 사실 중 하나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중

비트코인과 랜섬웨어가 한 몸인 것이 분명하다.

한 명인 마이크 헌은 2016년 다음과 같은 말을

공생이라고 해야 하나... 랜섬웨어가 망하면 비트

했다. “처음부터 나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다. 비

코인 시장은 축소될지도 모른다. 반대인 경우에는

트코인은 일개 실험이고 다른 모든 실험이 그렇듯,

차선책이 있을 것 같지만 말이다.

비트코인 역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손실을 입

이 모든 것이 랜섬웨어가 활발해지고 비트코인을

어서는 안되는 자산을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말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이다. 어느 곳

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

에서는 환호를 지를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비트코인

누군가가 울고 있을지 모른다.

이 망해가고 있다는 불가피한 결론이 나를 큰 슬
픔으로 몰아넣는다. 비트코인의 기초가 무너졌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장기적
으로는 내리막 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하고 비트코인 개발에서 손
을 떼려 한다.”
나는 비트코인이 한계가 있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무언가 우
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올해 5월 급등하는 시
세를 보고 거품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이가 많았
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급등했던 시세는 어
느새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다. 위험 부담성이
엄청난 것이다.
올해 6월 10일, 웹 호스팅 업체인 나야나의 서버
가 Erebus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공격자들은 서
버 1대당 5.4 비트코인을 요구하였고 이를 환산하
면 26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업체에서 감당하
기 힘든 금액으로 공격자와 조율을 한 끝에 결국
13억이란 거금을 들여 복호화 키를 받기로 하였
다. 나야나는 해당 키로 복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서버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업체에서 공지를 한
적이 있다. WannaCry 랜섬웨어가 PC 50만대를 감
염시켜 1억 6천여만원의 이익을 낸 것을 생각해
보면 나야나 사태의 피해액은 엄청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랜섬웨어 공격이 더욱더 극
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

작성자 : JMS

Security Magazine

SMT solver 문제를 해결해줘!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현실 세계의 많은 문제
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까지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본
컬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문제부
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SMT
Solver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SMT Solver는 Satisfiability Modulo Theories Solver

보안 컬럼
용법이 간편하고 지원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다양
하여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있다.
C, C++, JAVA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사
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 가능하다. 본 컬럼에
서는

최대한

간단한

코드로

예를

들기

위해

python을 사용한 예제를 사용했다.
Z3는 설치 방법 또한 간단하다. Github에 소스코
드도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압축만 풀어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별 압축 파일까지 제공한다.

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수학의 방정식을 해결해주
는 도구이다. 흔히 SMT를 설명할 때 SAT와 비교
한다. SAT는 boolean SATisfiability problem의 약자
로 어떠한 변수들로 이루어진 논리식이 주어졌을
때 그 논리식이 참이 되는 변수 값이 존재하는지
True 혹은 false로 알려주는 도구이다. SMT는 SAT
에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 이론이 추가된 확장판으
로 다양한 형태의 값을 가진 변수들로 이루어진
논리식이 참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지 그 값이 무
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림 2] Z3 GitHub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는 SMT가 무엇인지 한번
에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 SMT Solver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도구인지 이
해해보도록 하자.
SMT Solver는 지금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도구
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림 3] Z3 다운로드 링크

Z3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풀고 싶
은 문제와 그 문제에 쓰이는 변수를 선언하고 Z3
로 참이 되는 값을 얻어내면 된다. 예제를 통해서
[그림 1] 다양한 SMT Solver 종류

간단하게 Z3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
자.

이 중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Z3를 이용해서

다음은 Z3 압축 파일을 풀었을 때 들어있는 기본

SMT Solver의 사용법을 익혀보자.

예제 코드이다. 1보다 큰 실수 X와 Y를 더했을 때

Z3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MT Solver로 사

5가 넘는 식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하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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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제이다.

다음은 Z3에게 퀸의 위치를 물어보기 위한 NQueen 문제의 해의 조건이다.
1. 퀸들의 위치는 1~N 이다.
2. 모든 퀸들은 서로 다른 줄에 있어야 한다.
3. 모든 퀸들의 대각선의 좌표에 다른 퀸이 존재
하지 않는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퀸의 위치를 Z3에게 물어

[그림 4] Z3 예제 코드

보자.
퀸의 열을 표현해 줄 배열을 선언한다.

check()를 통해서 그 논리식을 만족하는 X와 Y값

Q = [ Int('Q_%i' % (i + 1)) for i in range(8) ]

이 존재하는지 구하고 값이 존재한다면 값을 출력
한다.

논리식을

만족하는

값이

있는

경우

sat(satisfied)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unset
을 출력한다.

1. 퀸들의 위치는 1~N 이다.
And(1 <= Q[i], Q[i] <= 8) for i in range(8)

2. 모든 퀸들은 서로 다른 줄에 있어야 한다.
[그림 5] 예제 실행 결과
예제와 같이 간단한 논리식의 경우에는 굳이 코드
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암산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한 논리식은 어떨까. 좀 더
복잡한 논리식 예제를 보자.
N-Queens problem
N-Queens 문제는 N*N 체스 판에 N개의 퀸을 어

Distinct(Q)

3. 모든 퀸들의 대각선의 좌표에 다른 퀸이 존재
하지 않는다.
If(i == j,
True,
And(Q[i] - Q[ j] != i - j, Q[i] - Q[ j] != j - i))
for i in range(8) for j in range(i)

디에 배치할 수 있는지 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퀸
은 상하좌우 대각선에 위치한 다른 퀸을 공격할

세 개의 조건을 넣고 Z3에게 풀어달라고 하면 다

수 있다. 이 때 아무도 공격을 받지 않도록 N개의

음과 같이 퀸의 위치를 알려준다.

퀸을 배치해야 한다.

[그림 7] Z3로 찾은 8개의 퀸 위치

[그림 6] N-Queen의 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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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가능하다.

[그림 10] 연산 함수
[그림 8] Z3로 찾은 8개의 퀸 위치2

예제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해당 문제는 앞으로 설명할 예제 코드의 연산 이

HUST 2017 Shambles 문제

외에 또 다른 연산이 필요한 문제이다. Z3 사용법

다음은 지난 HUST CTF 예선에서 출제된 리버싱

의 설명을 위해 일부 코드를 발췌한 것으로 실행

문제 중 Shamble이라는 문제이다. 인자로 받은

결과가 해당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값들의 연산 결과가 조건문 안의 값들과 일치하면

문제의 코드를 살펴보면 총 10개의 값을 5개의

key를 출력하는 문제이다.

함수에 넣어 연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Z3에도 똑같이 5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물어볼 수 있다.

[그림 11] 5개의 함수

[그림 9] key를 얻기 위한 조건문

인자로 받은 값들은 특정 함수들을 통해 연산 과
정을 거친다. 함수들을 따라 들어가보았더니 어지
러운 논리 연산식이 가득하다. 물론 의지를 가지
고 코드를 따라 거꾸로 연산해도 값을 얻어 올 수
있겠지만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CTF에서 어느
시간에 저 연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을 것
인가. 이러한 경우 간단하게 Z3에게 물어보면 해
18

우리는 Z3에게 연산의 결과를 알려주고 입력 값
을 얻어와야 한다. [그림 9]의 코드를 통해 우리는
이미 결과 값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
게 코드를 붙여 넣고 결과 값을 Z3에게 알려주기
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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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행 결과
[그림 12] Z3에게 물어 볼 함수 5개 구현
SMT Solver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

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준다. 최근에는 자

고 파이썬 형식에 맞춰서 Z3에게 물어보기만

동화 도구,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

(solve)하면 된다.

되며 분석 툴을 만들 때에도 쓰이고 있다. 사용법
을 잘만 익히고 응용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SMT Solver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물론 SMT Solver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
다. 그렇지만 좋은 문제 해결 도구임은 분명하다.
이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면 앞으로 더 좋은 도구
를 개발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3] 원본 코드(위)와 Z3 코드(아래)

함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 값을 넣고 실행하
면 [그림 14]와 같이 Z3가 아주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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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Petya Is Not Pe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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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ya Is Not Petya!
개요
워너크라이, Erebus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6월의 마지막, 유럽을 시작으로 새로운 랜섬웨어가 등장
했다. 이 악성코드는 워너크라이와 같이 SMB 취약점을 통해 유포되었으며 기존 랜섬웨어들과 달리
MFT를 감염시키는 구조를 가져 Petya의 변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본 결과 이
악성코드는 기존 Petya 와 달리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Not Petya로 불려지고 있다. 금
번 상세분석에서는 ‘파괴형 + Worm + 랜섬웨어’의 특징을 모두 합쳐놓은 악성코드 Not Petya에 대해 분
석해보고자 한다.
자가삭제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자가 삭제 루틴을 먼저 수행한다. 자가 삭제를 위해
DLL 파일을 삭제하기 전 파일의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여 DLL 파일을 메모리로 읽어온다. 이 메모
리는 DLL을 삭제한 뒤에도 코드를 수행하고 타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드랍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1] DLL 파일 메모리 로드
파일로부터 코드를 읽어오고나서 DLL Unload를 수행한 다음 DLL 파일을 0으로 덮어씌운 뒤 삭제한다.
이후 원래의 함수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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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가 삭제
Infection Flag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전 중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Windows 내에 특정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해당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미 감염되었다고 판단해 악성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종료되고 해
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파일을 생성한다.
- 파일명 : c:\Windows\[원본파일명] (확장자 제외)

[그림 3] 실행 플래그 확인
MBR Overwrite
petya 변종 랜섬웨어의 가장 큰 기능으로 기존의 petya와 같이 MBR을 덮어 써 부팅을 불가능 하게 한
다. \\.\PhysicalDrive0를 통해 드라이브의 MBR 코드를 0x200 사이즈만큼 읽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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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0x200 만큼 MBR 리드
MBR 코드를 가져오고 난 후 부팅 과정 대신 실행할 랜섬노트의 코드를 MBR에 입력한다. MBR 코드는
반복문을 통해 0x200 크기씩 쓰여진다.

[그림 5] MBR 기록

[그림 6] 0x200 만큼 MBR 기록
MBR 코드를 정상적으로 읽어온 경우 원본 MBR 코드를 0x07 값으로 XOR하여 인코딩한다. 원본 코드가
저장되는 위치는 0x4400 위치(34 lsh 9 연산)이며 이 부분을 통해 인코딩된 원본 MBR을 복구할 수 있다.

[그림 7] MBR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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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BR 백업

[그림 9] 백업된 데이터
MFT Encrypt
시스템 부팅 시 변조된 MBR 영역이 실행되며 사용자에게는 CHKDSK 관련 문자열을 출력하여 디스크
검사로 위장한다.

[그림 10] CHKDSK 관련 메시지 출력 루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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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HKDSK 관련 메시지 출력 루틴 2

[그림 12] 출력된 데이터
MFT 시그니처인 ‘FILE’을 확인한 후 최초 감염 시 생성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을 0x400 byte
만큼 암호화를 수행한다.

[그림 13] MFT 영역 암호화

[그림 14] MFT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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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암호화 전/후 비교
MFT 암호화가 완료되면 암호화 키 값(0x20 byte)을 0x00으로 와이핑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영역의 복구
가 불가능하다.

[그림 16] 암호화 Key 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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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Inintializing
Mimikatz
Mimikatz는 lsass.exe, lssrv.exe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계정 정보를 탈취 할 수 있는
모듈이다. IsWow64Process 함수 결과에 따라 OS 아키텍처에 맞는 바이너리를 Resource 영역에서 로드
한 뒤 zlib로 압축을 해제한 파일을 %temp% 디렉토리 내에 생성한다.

[그림 17] OS 버전 확인한 후 리소스 검색
생성된 Mimikatz 모듈과 통신하기 위한 파이프를 생성한다. 생성된 파이프는 Mimikatz 모듈에서 탈취한
계정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18] 파이프 생성
악성코드는 Mimikatz와 통신을 위한 쓰레드를 생성하고 대기하며 Mimikatz를 실행한다. Mimikatz를 실
행할 때 인자값으로 파이프명 사용하며 이를 통해 Mimikatz에서 탈취한 계정정보를 악성코드로 전달한
다.

[그림 19] 파이프를 통한 계정 탈취
File Drop
네트워크 전파를 수행하기 전 원격지의 시스템에 랜섬웨어 파일을 드롭한다. 원본 DLL 파일 삭제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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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로 읽어들인 파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염시킨다.

[그림 20] 원격지 랜섬웨어 생성
Infection Vector
이번 랜섬웨어는 워너크라이와 같이 자가 전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벡터는 총 3
가지로 WMIC, PsExec, SMB이다.
WMIC
WMIC는 같은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윈도우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 WMIC로 원격 PC에 명령을 내리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랜섬웨어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같
은 네트워크 상의 PC들에 랜섬웨어를 실행한다.
- 커맨드라인 : %system32%\wbem\wmic.exe /node 192.168.xx.xxx /user:"id" /password "pwd" process
call create "C:\windows\System32\rundll32.exe" "C:\Windows\[malwarename] #1"

[그림 21] WMIC를 이용한 랜섬웨어 실행
PsExec
PsExec는 Sysinternals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원격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도구이다. PsExec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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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katz와 같이 Resource영역에 존재하며 zlib를 통해 압축을 해제하고 실행 파일로 생성된다.
- 생성경로 : c:\windows\dllhost.dat

[그림 22] PsExec 생성
기능은 WMIC와 유사하며 행위 또한 원격지의 랜섬웨어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림 23] PsExec를 통한 랜섬웨어 실행
SMB
SMB로 랜섬웨어를 전파하기 위해 쉘코드를 복호화한 후 공격을 시도한다.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네트
워크 상의 445 포트와 139 포트가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24] SMB 포트 확인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쉘코드를 디코딩한다. 쉘코드는 0xCC 값으로 XOR 되어 있으며 이를 페이로드로
공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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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MB 공격 쉘코드 디코딩
랜섬웨어 자신의 리소스에 포함되어있는 DLL 파일을 생성하여 연결된 호스트로 전파한다.

[그림 26] 취약점을 통한 전파 루틴
원격지에 전파된 DLL이 실행되면 리소스 영역에서 로드한 바이너리를 파일로 생성하고 rundll32.exe를
통해 이를 실행한다.
- 생성 파일 : C:\WINDOWS\(공격지에서 실행된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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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원격지 악성코드 실행
이번 랜섬웨어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거리가 많은 악성코드였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자가 전파
방식, 워너크라이의 악몽이 재현되었다는 점, 랜섬웨어로 위장한 파괴형 악성코드, 그리고 Petya 변종에
서 시작되어 Not Petya가 되는 과정까지 어떤 한 가지도 보안을 하는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가
볍게 받아들여서도 안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분석 업무 초기에 필자가 상상할 수 있었던 위험한 랜섬웨어의 형태를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앞
으로의 랜섬웨어가 필자의 상상을 뛰어넘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이번 분석을 마친다.

작성자 : kino,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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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기능 총 집합 ghostCtrl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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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기능 총 집합 ghostCtrl 등장!

[그림 3]과 같이 /sdcard/Android/data/com.app/
files/Download/android.engine.apk에 생성된다.

많은 악성 행위로 이슈 되었던 안드로이드 백도
어인 ‘GhostCtr’이 또다시 발견되었다. GhostCtrl
은 OmniRAT의 변종으로 인기있는 앱(WhatsApp,
Pokemon Go등)으로 가장한 뒤 사용자를 속여
단말기를

감염시키는

GhostCtrl에

감염되면

특징을

가지고

암호화된

있다.

문자열을

[그림 3] 해당 경로에 파일 생성

BASE64로 디코딩하여 악성 apk 파일을 생성한
뒤 이를 사용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C&C를 통해 명령을 전달 받아 추가적인 악성행
위를 한다.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와 악성 행위들을 동작
시킨다.

이번 8월호에서는 GhostCtrl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림 1]과 같이 악성 앱 실행 시 사용자로부터

[그림 4]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옴

com.android.engine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를 유
도한다.

[그림 5] 스위치 문을 통해 명령 실행
기기 정보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 악성 앱 설치 유도
Resource 내에 암호화된 문자열을 BASE64로 디
코딩하면 android.engine.apk 파일이 생성된다.

[그림 6] 기기 정보 탈취
[그림 2] android.engine.apk 파일 생성
단말기의 메모리 정보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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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7] 단말기 메모리 정보 탈취
[그림 12] 파일 다운
Wifi 정보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단말기에 있는 파일을 사용자 몰래 서버로 업로
드한다.

[그림 8] Wifi 정보 탈취
블루투스 정보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3] 파일 업로드
녹음을 제어한다.

[그림 9] 블루투스 정보 탈취
[그림 14] 녹음 제어
위치 정보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SMS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0] 위치 정보 탈취 1

[그림 11] 위치 정보 탈취 2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 몰래 단말기에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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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잠금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그림 21] 화면 잠금 패스워드 변경

[그림 16] SMS 탈취 2
주소록을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GhostCtrl는 공격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등 다양한
악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면 사용자의 정보가 불법 거래에 이용되
거나 온라인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를 초래한
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공인
된 앱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고 정상 앱을 설
치하더라도 백신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림 17] 주소록 탈취
작성자 : HW
브라우저 북마크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8] 브라우저 북마크 탈취
브라우저 검색 내역을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
다.

[그림 19] 브라우저 검색 내역 탈취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잠근다.

[그림 20] 화면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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