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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랜섬웨어 공격 위해 투자하는 해커, 유효
한 디지털서명 탑재
사이버범죄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위해 투자에
나섰다. 최근 유효한 디지털 서명을 탑재한 글로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Locky 랜섬웨어 변종, 이메일 첨부파일
통해 국내 다수 전파
악명높은 Locky 랜섬웨어 변종이 이메일 첨부파
일을 통해 국내외로 다수 전파되고 있어 이용자들
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브임포스터(GlobeImposter) 변종이 해외에서 등장
하고 있다.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이번 공격 수법도 기존 사
례와 비슷하게 이메일에 ZIP 파일을 첨부했고, 압
축 내부에 악성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VBS) 파
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에
는 'E 2017-08-09 (숫자).확장명' 형태를 띄고 있으
며, 확장명은 'PDF', 'XLS', 'DOC', 'XLSX', 'DOCX',
'TIFF', 'JPG'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메일 본문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글로브임포스터 랜섬웨어

에는 단순히 “Files attached. Thanks”라는 내용만

변종 2개에서 각각 다르지만 유효한 디지털 서명

포함되어 있고, ZIP 파일 내부에는 메일 제목과 동

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악성 프로그램

일한 패턴으로 VBS 악성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에 디지털 서명이 포함될 때는 대부분 조작되는

또한 공격자는 사전에 다양한 악성 도메인 주소를

경우다. 유효한 서명을 탑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생성해 최대한 오랜 기간 랜섬웨어가 유포되도록

데, 보안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

만든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격자의 악성 도

다. 화이트리스트, 정상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기준

메인과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뤄지면 이용자 몰래

중 하나가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기 때문이다.

Locky 랜섬웨어가 다운로드되어 실행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서명을 보유하고 있는

보안업체 측은 “Locky 랜섬웨어 변종이 한번씩 잊

개발자나 업체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

을만하면 재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사이

비스 기반 랜섬웨어는 최근 많이 알려졌으나, 투

버 범죄자들은 랜섬웨어를 통한 금전적 수익을 얻

자 기반 랜섬웨어는 생소한 편”이라고 말했다.

기 위해 지속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격자

이어 “해커는 공격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정상

들은 다양한 이메일 보안환경 탐지를 회피하기 위

파일처럼 보여 보안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 랜섬

해 변종 공격기법을 꾸준히 연구 도입하고 있다는

웨어를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며 “랜섬웨어도 해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에 URL 링크주소

커 입장에서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

나 첨부파일이 존재하고 평소 주고 받던 메일이

을 들여 더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악성 메일일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88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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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ew&idxno=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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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서 ‘음란 동영상’ 받았다간...악성

공인인증서 탈취 악성코드 다시 기승! 네

코드 감염돼 ‘좀비PC’ 전락

이버·KISA 피싱 페이지로 연결

최근 음란 동영상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행위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광복절까지 이어진 여름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철 마지막 연휴기간 동안 공인인증서 탈취를 노린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들은 토렌트를 통해 해당 악성코드를 유포
하는데 악성코드를 음란 동영상으로 위장하기 위
해 유니코드 RLO(Right to Left Override) 기법을
활용한 확장자 변조 기법을 통해 실행 파일 확장
자(.exe)를 동영상 확장자(.MP4, .WMV 등)로 보이
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
되는 동영상 플레이어와 같은 아이콘으로 위장해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측
은 설명했다. 특히 파일을 실행할 경우 실제 음란
동영상을 특정 폴더에 생성하고 재생함으로써 사
용자들이 실행한 파일이 악성코드라는 것을 인지
하지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악성코드는 자동실행 등록을 통해 상시적으
로 메모리에 상주하며 이용자의 PC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격자 명령제어 서버로 전송한다. 공격자
가 지정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명령제어 서버에서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
를 실행하여 사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로 만든다.
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은 “최근 음란 동
영상으로 위장한 다수의 악성코드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공격자가 명령을 내리면 감염된
좀비 PC들을 활용하여 디도스 공격, 개인정보 유
출 등 추가적인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음
란 동영상 파일은 함부로 실행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376&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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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성코드는 해커들에 의해 이미 해킹된 웹사
이트를 방문만 해도 감염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
로드(Drive-by-Download)

방식으로

전파되는데,

악성코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PC 내에 존재하는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커들은

파밍

공격을

위한

서버

IP(198.1.xxx.xx7)를 획득한 후, hosts 파일을 변조
해 시작페이지를 변경함으로써 감염 PC를 네이버
와 흡사한 파밍 URL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어 우
리나라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페이
지로 연결시켜 보안카드 번호 또는 OTP 인증코드
입력을 유도함으로써 예금 인출 등 2차 범죄를
노린다는 게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측의 설명이다.
해커들이 이번 파밍 공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탈
취한 정보에는 은행명, 이름, 공인인증서, 주민번
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 번호, 보안카
드 넘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악성코
드 감염은 물론 실제 예금 인출 피해까지 발생했
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371&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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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가노그래피 기법 이용한 랜섬웨어 등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악성코드 이메일 출

장…주의

현...북한 소행 추정

최근 해외에서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

공정거래위원회를(이하 공정위)를 사칭한 악성코

술을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 수법이 등장했다. 스

드 이메일 공격이 출현했다.

테가노그래피란 이미지 파일 등에 또 다른 데이터
를 은밀하게 숨기는 기술을 의미한다.

KISA는 최근 공정위와 KISA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스피어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모니터
링 강화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SA에 따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이메일에 'Windows 스
크립트 파일(.wsf)' 형식의 악성 스크립트 파일을
첨부하여 전파되었다. 해당 스크립트는 내부 명령
어에 의해 3개의 URL 주소로 접속해 'arrival.jpg',
'X8IOl.jpg' 등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으로 숨겨져 있는 압축 포맷
을 변경하고 나머지 이미지 헤더 부분을 제거하면
실제 내부에는 ZIP 형식의 압축 포맷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메일로 전파된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에
의해 숨겨진 랜섬웨어가 실행되고 컴퓨터에 존재
하는 주요 파일들이 암호화된다. 암호화된 파일들
은 기존 확장자 뒤에 '.kk' 라는 문자가 추가된다.
그리고 랜섬노트 화면을 띄워 감염된 사실을 이용
자가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보안업체 측은 “랜섬웨어 제작자들이 스테가노그
래피 기법을 결합시키는 등 갈수록 지능화, 고도
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메일에 의심스러운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절대 열어보지 않는
보안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eView&idxno=23019
6

르면 해커가 공정위를 사칭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한글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유포했으며 공정위
를 사칭한 메일은 KISA 등에서 수신한 메일을 전
달하는 형태로 발송되었다고 밝혔다. 첨부 파일에
는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란 제목의 한
글 파일로 ‘귀사의 본점에 대하여 부당한 전자상
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
려드리오니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조사시 준수할 사항
을 드리오니 서명기재하여 조사시 교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KISA는 공정위나 KISA에서는 관련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 메일을 열람하지 않도록 주
의하라면서 운영체제 및 자주 사용하는 문서 프로
그램,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사칭 메일은 공격 기법이나 코
드를 보았을 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
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이번 공격 또한 북한의 기존 공격기법의 연장선”
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444&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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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발견된 넷사랑컴퓨터 사건, 어디
까지 조사됐나
이번에 이슈가 된 넷사랑 컴퓨터 소프트웨어 악성
코드 사건과 관련하여 한 보안업체는 지난 15일
사이버 스파이 악성코드의 일종인 ‘셰도우패드
(ShadowPad)’ 백도어라고 밝혔으며 조사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현재까지 백도
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보안 위협
USB 사용해 근처 USB 포트 해킹…데이
터 탈취 가능해
한 보안 연구원들이 USB를 이용해 또 다른 USB
포트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발
견했다. 이 모니터링 툴은 인접해있는 포트의 전
기 신호를 탈취할 수 있어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
커들이 민감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술을 ‘channel-to-channel crosstalk leakage’라고
명명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넷사랑 측은 “문제
의 빌드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며 “해당 악성
코드는 인터넷 연결을 위해 DNS 질의 과정 중에
탐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빌드가 설치된
PC를

백신으로

전체

검사해도

문제가

되는

nssock2.dll 외에 추가적으로 탐지되는 악성코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염된 nssock2.dll 파일을 분
석해 보면 UDP 서브도메인 쿼리를 통해 서버와
통신하는 코드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연결이 안
되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 분석가는 “UDP 통
신인 도메인 쿼리를 통해 서버와 통신하지만 도메
인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악성코드가 대략 8
시간 정도 기다렸다 실행되는데, 현재는 도메인
연결이 끊어져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안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기보단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공격 서버
가 닫혀 있어 문제의 악성코드가 어떤 일을 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백도어를 컴퓨터에 심

‘crosstalk’은 전기학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신
회선의 전기 신호가 전자기적으로 결합하는 현상
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하는 경우 더 쉽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보안 연구원들은 USB 디바이스를 통해 근
접해 있는 USB 포트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공격 과정은 악성 USB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USB 포트 바로 옆에 꽂는다면 공격자는 인접한
USB가 주고받는 데이터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해 자신의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게 된다. 즉

crosstalk

leakage를 통해 인접한 USB 포트의 암호화 되지
않은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들은 약 50개의 USB 디바이스를 테스트해
보았으며 그 중 90% 이상에서 crosstalk 공격이

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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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mkind=1&kind=1

eView&idxno=2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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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감염된 게 맞다” LG전자, 결국

페이스북 메신저로 받은 동영상 링크, 무

사실 인정했지만...

심코 클릭했다간 털린다!

LG전자가 LG전자 서비스센터의 랜섬웨어 감염과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계정 탈취를 노린 악성

관련하여 공식 인정했다. LG전자는 16일 “일부 서

링크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

비스센터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업무지연을 일으킨

군다나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크롬 브라우저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랜섬웨어로 확인했다”고

에서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 관리 기능을 무력화

공식 발표했다..

해 악성코드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공
격 형태를 띄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의 좀 더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국에 있는 LG전자 서비스센
터와 연결돼 있는 내부망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만

이번에 발견된 악성 링크는 bit[.]ly, bitly[.]com 형

큼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의 단축 URL이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동영

피해 규모와 관련해 KISA 측은 “이번에 감염된 내

상 링크로 유포되고 있다. 만약 페이스북 사용자

부망은 무인접수 단말기만 사용하고 있는 폐쇄망

가 유포되고 있는 악성 URL을 클릭하면 구글 독

이라 현재까지는 무인접수 단말기 피해만 있었으

스에 올려진 동영상 화면과 가짜 유튜브 사이트로

며, 다른 시스템으로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

이동되며, 최종적으로 크롬 웹 스토어에 올려진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자체 모니

Nepogi, Napeg, Dakiyepi 등 이름의 코덱 확장프

터링에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

로그램 설치를 유도한다. 코덱 확장 프로그램이

고 지체없이 서비스센터의 네트워크를 외부와 차

설치되면 공격자는 크롬 브라우저의 권한을 갖게

단해 현재까지 데이터 암호화, 금전 요구 등의 피

되고 저장된 페이스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 악성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각

현재 웹 스토어에 올려진 확장프로그램은 삭제된

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워너크라이 등 랜섬웨어

상태다. 하지만 공격자들도 이를 미리 파악하고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

다른 확장프로그램을 올려 Depiv 확장 프로그램

한 이메일 열람 금지, 현재 운영 중인 운영체제와

으로 연결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성 URL 유포가

SW 및 백신 등 최신 업데이트, 중요 자료 백업,

포착되고 있다.

SMB 등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차단 등 불필요한

따라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

공유폴더 연결 설정 해제 등 보안수칙이 잘 지켜

크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

지고 있는지 재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해야 한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380&skind=O

414&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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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사고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회원 노린 2가지
해킹 공격 출현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입사지원서 한 장에 뚫린 '빗썸'
지난

6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bithumb)이 해커에게 뚫렸다. 고객 3만여명의 이
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공격이 발생했다.

해커들은 지난 6월 무렵 입사 지원서에 악성코드

이번 공격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 고

를 심어 이메일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객을 노렸는데, 그 방식이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
과 MS 오피스(Office) 취약점을 노린 공격 등 다
양하다.

해커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직원 PC에 접근하여
첫 번째 공격은 코빗의 도메인과 비슷한 도메인을

경로를 숨기기 위해 언론사 등 접속자 수가 많은

이용해 피싱 사이트를 만든 후 코빗으로 위장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5곳 이상 경유한 것으로

피싱 메일을 발송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조사되었다. 그렇게 침투한 직원의 PC에는 약 500

공격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공격은 MS Office의

억원어치의 가상화폐 계좌와 거래 자료, 거래 정

최신 취약점인 ‘CVE-2017-8570’을 이용한 공격이

보 등이 있었다. 해커들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빼

다. 이번 공격 역시 코빗 이메일을 사칭해 첨부된

돌렸지만 가상화폐는 PC에 그대로 두었다. 이것을

PPT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한다. CVE-2017-8570

빼돌려 인터넷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은 8월 7일 공개된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으로 공

밟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랜섬웨어로 협박

격자는 사용자에게 해당 취약점이 존재하는 PPT

했다. 빗썸 측은 500억원대 고객 자산이 날아가게

파일을 전송해 사용자 권한과 동일한 코드 실행

생기자 수사를 의뢰하였다.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조원의 돈이 오가지만 보안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회원을 노린 공격을

에는 취약하다. 현재 일반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

경고한 보안 전문가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핀테

으로 분류된다.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크와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노려 외화

고객의 가상화폐 계좌·거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벌이용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보안 규정이 없다. 이번에 유출된 빗썸의 개인 정

거래소와 고객들을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우려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사용자

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거래액 등 빗썸 고객 정

역시 메일이나 사이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

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

가 필요하다.

당을 추적하고 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

487&mkind=1&kind=1

8/23/2017082300218.html?rsMobil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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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만 열어도 털린다" MS 오피
스 취약점 또 발견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파워포인트 파일만 열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해킹 공격이 8월 들어 국내
에서 발견됐다. 별다른 행위없이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도 감염되는 데다, 국내외 주요 보안업체의
바이러스 탐지 프로그램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에서 MS 오피
스의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CVE-2017-0199)을 활
용한 해킹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커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배송 정보가 들
어가 있는 것으로 위장한 악성 파워포인트 첨부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무작위로 전송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MS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CVE-2017-0199' 취
약점을 활용해 이용자 PC에 잠입한다. 쉽게 말해
파워포인트 파일에 PC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악
성코드를 심어놓은 것이다.
'CVE-2017-0199' 취약점 외에도 MS 오피스를 겨
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어 보안업계에서는
MS 오피스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한
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통한 해킹
의 경우,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탐지도
피하기 때문에 MS의 자체 업데이트가 필수적"이
라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피해자의 PC를
원격 조종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
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08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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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달의 TOP
입사 지원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대학교 문의사항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국내 북한관련 인사 대상 표적 공격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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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국내에 입사 지원 메일을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악성코드는 유
창한 한국어로 작성한 입사 지원 내용과 함께 첨부 파일로 유포되었다.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인 “지
원합니다.egg”에는 “문의사항.lnk”와 “신분증사본.jpg.lnk”라는 파일명의 바로가기 파일과 숨김 속성을 가
진 악성 파일이 담겨있다. 바로가기 파일을 실행하면 숨김 속성의 악성 파일이 실행된다. 해당 악성코드
는 국내 무료 압축 유틸리티인 반디집(Bandizip)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다. 또한 금번 악성코드 유포
방식은 기존의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유포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내용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입사지원서로 위장한 이메일에 “지원합니다.egg”라는 첨부 파일로 유포되었
다. 메일의 내용은 평범한 입사 지원 내용인 것으로 보이지만 첨부 파일에는 실제 악성코드가 담겨져있
다.

[그림 1] 입사 지원으로 위장한 메일 내용
첨부 파일 “지원합니다.egg”에는 “문의사항”, “신분증사본.jpg” 파일이 담겨져 있다. 해당 파일들은 각각
문서 파일과 그림 파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김 속성의 악성 파일을 실행하는 바로가기(.lnk)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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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는 악성코드는 반디집(Bandizip)의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다. 숨겨져 있는 악성 파일은 폴더
속성의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를 활성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숨김 속성의 악성 파일 실행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비너스락커 랜섬웨어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1. 바로가기 파일 경로 : C:\Users\l\Desktop\양진이\VenusLocker_korean.exe
2. 유창한 한국어로 작성된 메일 내용
3. 확장자가 .egg인 압축 파일
4. 바로가기 파일 사용
5. 지메일 계정 사용
6. 디코딩 및 인젝션 코드가 유사함
하지만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 파일 암호 유무성, 악성코드의 숨김 속성 등에서는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

[그림 3] 바로가기 파일 비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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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성코드는 비너스락커 랜섬웨어와 유사점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도어 RAT 악성코드이다. 바로가
기 파일을 실행하면 숨김 속성의 악성 파일이 실행되며 아래와 같은 백도어 행위를 수행한다.
1. 자가복제
경로 : %temp%\악성코드파일명\악성코드파일명.exe (숨김 속성)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Program Files\csrss.exe (숨김 속성)
2. 레지스트리 등록
키 :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이름 : csrss
값 :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Program Files\csrss.exe
3. 키로깅
경로 :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Imminent\Logs\D-M-Y(ex.29-08-2017)

[그림 4] 키보드 입력 값이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저장
금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입사 지원을 메일로 위장한 악성 메일로 유포되었다. 해당 악성코드의 유포
방식은 기존의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조직의 유포 방식과 매우 유사하나 이를 모방한 세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국내 사용자들을 위협하는 맞춤형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S.Agent 외 다수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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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문의사항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입사 지원 메일의 유포에 이어 한 대학교의 문의사항 내용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하는 정황
이 포착되었다. 해당 악성코드는 유창한 한국어로 작성된 이메일의 내용과 함께 첨부 파일로 유포되었
다. 첨부 파일인 “김민지문의사항.egg”에는 “문의사항(김민지).doc.lnk”, “사진캡처1.jpg.lnk”, “사진캡처
2.jpg.lnk”, “사진캡처3.jpg.lnk”라는 파일명의 바로가기 파일과 ‘winlog.exe’라는 파일명인 숨김 속성의 악
성 파일이 담겨있다. 금번 악성코드 유포 방식은 기존의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유포 방식과 유사한 것으
로 드러났다. 앞서 본 입사 지원 내용으로 위장한 이메일의 유포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 내용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한 대학교의 문의사항 내용으로 위장한 이메일에 “김민지문의사항.egg”라는
첨부 파일로 유포되었다. 메일의 내용은 자신을 16학번 김민지라고 소개하며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만 첨부 파일에는 실제 악성코드가 담겨져있다.

[그림 1] 대학교 문의사항으로 위장한 메일 내용
첨부 파일 “김민지문의사항.egg”에는 “문의사항.doc”, “사진캡처1.jpg”, “사진캡처2.jpg”, “사진캡처3.jpg” 파
일이 담겨져 있다. 해당 파일들은 문서 파일과 그림 파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김 속성의 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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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파일을 실행하는 바로가기(.lnk) 파일이다. 숨겨져 있는 악성 파일은 폴더 속성의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를 활성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숨김 속성의 악성 파일 실행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비너스락커 랜섬웨어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1. 바로가기 파일 경로 : C:\Users\l\Desktop\양진이\VenusLocker_korean.exe
2. 유창한 한국어로 작성된 메일 내용
3. 확장자가 .egg인 압축 파일
4. 바로가기 파일 사용
5. 지메일 계정 사용
6. 디코딩 및 인젝션 코드가 유사함
하지만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 파일 암호 유무성, 악성코드의 숨김 속성 등에서는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

[그림 3] 바로가기 파일 비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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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성코드는 비너스락커 랜섬웨어와 유사점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도어 RAT 악성코드이다. 바로가
기 파일을 실행하면 숨김 속성의 악성 파일이 실행되며 아래와 같은 백도어 행위를 수행한다.
1. 자가복제
경로 : %temp%\악성코드파일명\악성코드파일명.exe (숨김 속성)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Program Files\csrss.exe (숨김 속성)
2. 레지스트리 등록
키 :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이름 : csrss
값 :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Program Files\csrss.exe
3. 키로깅
경로 :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Imminent\Logs\D-M-Y(ex.29-08-2017)

[그림 4] 키보드 입력 값이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저장
금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대학교의 문의사항을 메일로 위장하여 유포되었다. 해당 악성코드의 유포 방
식은 기존의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유포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본 입사 지원 내용으로
위장한 이메일의 유포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최근 국내 사용자들을 위협하는 맞춤형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Agent 외 다수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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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관련 인사 대상 표적 공격 정황 포착
□ 개요
최근 국내 북한관련 인사를 타깃으로 사용자 정보와 중요 자료를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올 초 국내 표적으로 유포되었던 악성코드의 제작자가 제작한 것으
로 추정된다.

□ 내용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겨냥하여 이메일을 통해 한글 문서를 첨부하여 유
포되었다. 이번 공격은 정치학 교수에게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을 비판한다.hwp”라는 문서를 전송하는
등 수신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아무 의심없이 첨부 파일을 실행하도록 설계된
표적형 공격이다.

[그림 1] 정치학 교수에게 발송된 해킹 메일
특히 이번에 악성 한글 파일은 일반 첨부 파일이 아닌 대용량 파일을 통해 전송되었다. 대용량 파일 전
송은 메일에 실제 파일이 첨부된 것이 아닌 링크가 남겨진 형태로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해야 메일 서버
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실제 악성 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되어있지 않아 백신 프로그램의
탐지를 우회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파일 전송은 파일 다운로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악성코드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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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악성코드 유포 도식도
해당 악성 이메일에 포함되어있는 대용량 첨부 파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정상 메일 서버를 통해 악성 한
글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그림 3] 메일에 첨부된 악성 한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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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성 한글 파일을 실행하면 내부에 포함되어있는 “EPS”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생
하며 BIN0001.EPS 파일을 처리한다. 이 EPS 파일은 내부에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쉘코드와 함께 힙
스프레이(Heap spray) 공격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쉘코드가 실행되면 국내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악성코
드(head.jpg)를 다운로드한다.

[그림 4] 악성코드 다운로드
다운로드된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추가로 악성 바이너리(tail3.jpg)를 다운로드하여 복호화한 후 메모리에
서 실행시킨다.

[그림 5] 복호화된 악성 바이너리
이후 메모리에서 실행된 악성 바이너리는 감염된 사용자의 PC의 주요 파일들을 압축하여 클라우드 서
버로 전송한다.

[그림 6] 클라우드 서버로 사용자의 중요파일 전송
이번에 사용된 악성 한글 파일 제작자는 취약점에 사용하는 쉘코드를 변형하여 백신들의 탐지를 우회하
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을 비판한다.hwp” 이외에도 “개성공단 재개 절대 안되는 8가지 이
유.hwp” 등 사용자 맞춤형으로 첨부 파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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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남북 재래식 무기비교’,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피해예방수칙’ 등의 이름으로 국내 사용자들을
타깃으로한 표적형 공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올 초 국내 타깃 표적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제작
자와 이번에 발견된 악성 한글 파일의 제작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공격에서는 쉘코드
를 변형하는 등 백신을 우회하기 위해 제작된 한글 파일들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HWP.S.Exploit
JPG.S.Agent
Trojan.Win32.Agent
외 다수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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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안 컬럼
취약점과 발생 원인
너의 이름은...(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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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과 발생 원인
최근 국내에서는 많은 종류의 악성코드가 인터넷
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인터넷 서핑
을 하다가 취약점이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면 감염
되거나 회사에서 이메일, 문서 등을 열람하려다가
해당 문서에 있는 취약점 유발 코드에 의해 감염
되기도 한다.
만약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일반적
인 악성코드는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
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취약점 코드
도 마찬가지로 얼핏 봐서는 이게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매우 어려운데 일반
적으로 취약점 코드가 실행된다고하더라도 이상한
점을 확인하기란 쉽지않다. 해커들은 이를 이용하
여 악성코드와 연동해 공격을 시도하며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5월에
발생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SMB 취약
점을 이용한 WannaCry 랜섬웨어 유포가 이것이
다.
본 컬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에 위험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무엇이
며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취약점(vulnerability)은 국제표준화기구(ISO) 27005
에서 “하나 이상의 위협에 의해 익스플로잇 될 수
있는 자산 또는 자산들의 그룹의 약점”으로 정의
되어 있다. 여기서 익스플로잇은 설계상의 결함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만들어진 명령을 말한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취약점’이라는 단어는 보통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의 구조상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결함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커는 이 결함을 이용하여 원하는 코드를 심어
동작시키거나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시키는
등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해당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안 패치를 통하여 취약점을 방어하게 되는데 보
안 패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당 취약점을 통
한 공격을 시도하는 시간은 길어져 공격 성공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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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당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구현상의 버그
2. 기능 확장에 의한 버그
3. 테스트 코드의 재사용
4. API의 잘못된 활용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활용한
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 구현상의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 물
리적인 접속이나 권한, 포트, 프로토콜, 서비스는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날수록 취약점은
증가할 수 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많
아지면 공격할 수 있는 경로 또한 늘어나게 되므
로 취약점 공격이 발생했을 때 연결 경로 수에 비
례하여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모듈이나 플러그인 구조로 인하여 확장성을 가지
게 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업데이트에 따라서 점진
적으로 기능이 확장하게 된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능을 제
공할 수는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
나 플러그인,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문
제로 인하여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테스트 코드의 재사용은 주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테스트 코드들
은 특정 기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만들어져 있
기 때문에 편의성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코드들과의 연관성
을 고려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가질 수 있는 권
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자가 테
스트 할 때만 사용하고 다시 주석 처리를 하거나
실제 빌드할 때 해당 코드를 삭제하여 빌드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실수로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해
커가 취약점 공격을 시도하려다가 발견할 수 있다.
테스트 코드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악의적인 동작을 시도할 경우 해커에게 좋은 공격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PI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
는데 대부분 메모리 컨트롤을 하는 데에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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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경우이다. API는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한

을 완벽하게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해커들

일종의 명령어셋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고 제작사에서는 이러한

API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취약점을 누구보다 먼저 찾고 패치로 보완하려는

기 위해서는 API들을 조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발자는 이 API들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
그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버그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이다.

[그림 1] 취약한 함수 예시
[그림 1]에서 memset을 이용하여 일정 메모리를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메모리에 wcscpy를 이용하
여 특정 데이터를 초기화한 메모리에 복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의도한 메모리의 크기
는 정해져 있지만 wcscpy는 메모리에 복사하려는
데이터의 크기만큼 무조건 복사하기 때문에 만약
에 할당한 메모리보다 큰 크기의 데이터를 복사하
게 된다면 할당한 메모리를 초과하는 영역에도 메
모리에 데이터를 써넣게 되어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해커는 이점을 이용하여 특정 코드를 심어서 악성
행위를 유발 시킬 수 있다. 컴퓨터는 명령어에 의
해서만 동작하므로 개발자가 한계를 지정하지 않
는 이상 할당한 메모리 이상으로 데이터를 쓰는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적절한
API를 이용하여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원인 이외에도 취약점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나 주로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
게 된다. 사람들은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말한다. 보안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이런 실수까지 완벽하게 잡
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예로 Windows XP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을 만들기 위해서 약 4천만 라인 이상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약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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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BM 악성코드와 유사한가

너의 이름은...(Part 2)

2-1 정상 프로그램 위장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기존 BM은 정상 프로그램처럼 위장하는 특징이

※본 컬럼은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분석 내용으
로 ㈜하우리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있다. 그 녀석도 “RuchEdit”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악성 함수를 추가하였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그 녀석은 한마디 예고 없이
나를 찾아왔다. 내 기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존재, 너의 이름은…
2015년 11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을 가진
안랩은 ‘검은 광산 작전(Black Mine Operation)’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
르면 BM 악성코드는 2014년 5월 최초로 발견되
었고, 공격 대상은 한국의 에너지, 교통, 통신, 방
송, IT 기업, 금융, 정치 분야 등으로 다양하였다.
필자는 최근 바이러스 토탈에서 기존 BM 악성코
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진 녀석을 발견하였다.

[그림 1] 정상 프로그램에 삽입된 그 녀석

본 컬럼에서는 그 녀석을 상세하게 파헤치고자 한
다.

2-2 BM 시그니처
기존 BM과 그 녀석은 오버레이 시작 값이 (정상

1. 언제 제작되었나

파일의 끝) “BM”으로 시작한다. “BM” 이후 특정

악성코드의 제작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

영역은 암호화되어 있다.

려운 일이다. 파일에 있는 타임스탬프는 쉽게 변
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 감염 시점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 녀석의 경
우 감염 시점을 알 수 없어 바이러스 토탈 업로드
시점을 보고 유추해보았다.
필자는 그 녀석의 타임스탬프와 바이러스 토탈 정
보를 참고하여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녀석은 쉘코드
기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였고, B 녀석의 경우
“rat”, “test”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AV
진단 확인을 위한 테스트 샘플일지도 모른다.

2-3 디코딩 루틴
기존 BM과 그 녀석은 [그림 3]과 같은 루틴을 통
해 “BM” 시그니처 이후 특정 값을 디코딩한다.
해당 루틴은 2017년 7월 금융보안연구원에서 발

구분

타임스탬프

토탈 업로드

AV진단

A녀석

2016-07-14

2017-06-27

4/60

행한 “국내를 타깃으로 하는 위협그룹 프로파일링”

B녀석

2008-04-13

2017-07-19

7/63

보고서의 XOR 트랜스폼과 동일하다. (기존 BM의

[표 1] 그 녀석의 바이러스 토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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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의 BM과 그 녀석 흔적

경우 샘플마다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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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 녀석의 디코딩 루틴
2-4 안티 가상머신/샌드박스/디버깅

[그림 5] 그 녀석의 디코딩 키 값

기존 BM과 그 녀석은 가상머신과 분석 환경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코드가 있다. 주로 사

3-2 코드 구성

용자 이름(SANDBOX,VIRUS,MALWARE), 레지스트

기존 BM의 경우 “쉘코드 + PE 바이너리”로 구성

리, 파일 등을 확인한다. (기존 BM의 경우 샘플마

되어 앞서 본 2-4와 2-5 기능을 수행한다. 그 녀

다 차이가 존재함)

석은 [그림 6]과 같이 생겼고 구조체와 쉘코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2-5 악성코드 인젝션
디코딩된 코드는 쉘코드와 PE 바이너리로 구성되
어 있다. 쉘코드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자
기자신을 실행시켜 악성 바이너리를 인젝션한다.
최종 악성코드는 메모리에서만 동작한다.
3. 그 녀석의 특징은 무엇인가
3-1 디코딩 키
기존 BM은 [그림 4]와 같이 디코딩 키를 생성한
다. 여기에 사용되는 값은 .text 섹션에 저장되어
있고, “BM“ 시그니처부터 인코딩된 바이너리의 시
작 위치 이전까지 1byte씩 사용하여 8byte 키를
생성한다. 기존 BM은

[그림 6] 그 녀석의 생김새

“BM”을 포함하여 특정 값

이 변경되면 동작하지 않는다.

3-3 구조체
그 녀석은 기존 BM에 비해 쉘코드 기능이 대폭
추가되었는데 0xD20byte 크기를 가진 구조체 값
에 따라 동작한다. 필자는 구조체 정보를 파악하
기 위해 한땀 한땀 분석한 끝에 그 녀석의 구조체

[그림 4] 디코딩 키 생성 루틴

를 복원하였다. [그림 7]의 구조체 정보를 보면 대
강 그 녀석의 기능 파악이 가능하다.

그 녀석은 [그림 5]와 같이 “BM” 시그니처 시작에
서 55byte 떨어진 위치에 디코딩 키를 저장하고
있다. 키 값과 크기가 저장된 10byte를 제외한 나
머지는 값이 변경되어도 정상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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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프로그램인 SQL Server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유틸리티(cliconfg.exe)를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ntwdblib.dll은 정상 프로세스에 로드되어 동작한
다.

[그림 9] cliconfg.exe 실행

[그림 7] 그 녀석의 구조체 정보

[그림 10] 악성 DLL 로드 상태

3-4 다양한 쉘코드 기능

그

그 녀석의 구조체와 쉘코드 기능을 하나 하나 분

set_InjectProcess 값에 따라 결정된다. 그 녀석은

석하며 경이로움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이놈의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여섯가지 프로세스 중 하나

자식이 얼마나 오래 써먹으려고 이걸 만들었나 싶

를 선택하여 실행한 후 악성 바이너리를 인젝션한

어 기능 일부만 언급하겠다.

다.

녀석의

인젝션

대상

프로세스는

구조체의

그 녀석은 구조체의 chk_UserDefUILang 값이 존
재하면 GetUserDefaultUILanguage() 함수를 이용
하여 사용자 언어를 확인하며 구조체 값에 따라
쉘코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언어를 사용
하는 대상을 공격하거나 우회하는 목적의 기능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 사용자 언어 확인
그 녀석은 구조체의 drop_DLL 값이 존재하면 DLL
Planting

기법을

사용한다.

SYSTEM32

폴더에

“ntwdblib.dll” 이름을 가진 악성코드를 생성한 후
27

[그림 11] 그 녀석의 인젝션 프로세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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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쉘코드의 API 함수 매칭

2017년 7월 안랩에서 공개한 “국내 방위산업체

그 녀석은 필자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

공격 동향 보고서”에서 언급된 악성코드 중 API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쉘코드에서 사

문자열 앞에 “S^”을 사용한 유형이 있으며 [그림

용하는 API 함수는 HEX 값으로 매칭하여 주소를

14]과 같다.

가져온 후 함수 내부마다 다시 가져와 사용한다.
(너 따위가 날 막을 수 없어!!!)

[그림 14] 방위산업체 공격 악성코드

[그림 12] 그 녀석의 API 함수 매칭 방식

두 악성코드는 특정 문자열을 제거하는 루틴과 코
드의 흐름, 악성 행위가 전혀 다르게 생겼다. 다만

3-6 인젝션 악성코드

방위산업체 공격 악성코드는 “2-3 디코딩 루틴”과

기존 BM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에 공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API 문자열 앞에 특정 문

개된 RAT(Remote Access Trojan) 악성코드를 많이

자열이 삽입된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사용한다. 그 녀석 역시 RAT를 사용하는 듯하나
API 함수 매칭 방식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였다. [그

그 녀석의 인젝션 악성코드는 25개의 명령 코드
를 이용해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이렇게 다양한

림 13]을 보면 API 문자열 앞에 “CARAT_”가 붙어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 RAT 유형인 것으로 생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되지만 필자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유형이다.
혹시 독자 중 “CARAT_” 문자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필자에게 연락 부탁드려요~ ^.^

[그림 13] 그 녀석의 인젝션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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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컬럼
행 위

감염 PC 정보 전송 (MAC, 컴퓨터이름,

0x03

사용자명, 윈도우 버전 등)

0x05

파일명, 파일시간 전송

0x07

특정 파일 업로드

0x09

특정 파일 전송

0x0B

특정 폴더/파일 복사

0x0D

특정 폴더/파일 이동

0x0F

특정 파일 이동

0x11

특정 폴더/파일 삭제

0x13

특정 폴더 생성
특정 파일 시간 변경

0x15

(kernel32.dll 시간으로)

0x17

프로세스 목록 전송

0x19

특정 프로세스 종료

0x1B

서비스 목록, 상태 전송

0x1D

특정 서비스 시작

0x1F

특정 서비스 정지

0x21

CMD 명령 수행 및 결과 전송

0x23

특정 DLL 로드

0x25

현재 프로세스에 로드된 특정 DLL 해제

0x28

특정 파일 크기 전송

0x2B

화면 캡처 후 전송
웹캠 캡처 임계영역 해제

0x35

악성행위 메인 스레드 종료
특정 경로의 모든 파일 전송 (파일 전송

0x50

실패 로그파일 포함)

0x54

웹캠 화면 전송 (start/stop/status)
악성행위 메인 스레드 종료

0x58

레지스트리 자동실행 삭제

0x2D, 0x2F,

오디오 캡처, 키로깅

0x31, 0x33,

브라우저(IE/Chrome/FireFox/Opera/Edge)

0x42 ,0x59

패킷 스니핑 및 ID/PW 정보 탈취 등

[표 2] 명령코드별 악성 행위
5. 너의 이름은… ★
그 녀석…. 기존 BM 악성코드와 닮았다. 하지만
BM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필자의 이전 컬
럼에서 언급했듯이 악성코드 정보만 보고 판단하
는 일은 금물이며 실제로 침해 사고의 아티팩트와
더 많은 샘플 정보가 필요하다. 개인 혹은 어떤
조직이 기존 BM 악성코드로 위장하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한 일이다.
이번 컬럼에서 그 녀석의 이름을 밝혀내지는 못했
지만 언젠간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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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Pad의 은밀한 쉘코드 분석
개요
지난 8월 초, 카스퍼스키는 넷사랑의 서버 관리 프로그램에 ShadowPad 백도어가 포함되어있다고 밝혔
다. 위장 악성코드도 아닌 함께 컴파일되어 들어가 있던 이 백도어는 .Net, 64bit PE 등을 뿌리고 다니는
막강한 악성코드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발견되어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호 상세 분석에서는 넷사랑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던 ShadowPad의 ShellCode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악성코드 실행 단계
이 악성코드의 시작 위치는 Netsarang 제품 모듈인 nsssock2.dll 파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제품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nssock2.dll 모듈이 로드되고 특정 함수를 실행한다. 이 부분에서부터 악성 행
위를 위한 쉘코드를 복호화하고 메모리에 로드한다.

[그림 1] 쉘코드 동작을 위한 1차 복호화
복호화에 사용되는 초기 키 값은 쉘코드의 첫 4바이트이며 이를 초기 값으로 사용하여 XOR 연산과
shift 연산을 통해 디코딩을 수행한다.

[그림 2] 메모리에 로드되는 복호화된 데이터
디코딩이 완료되면 0을 인자로 함수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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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Code 데이터
복호화된 쉘코드는 총 메인 쉘코드와 쉘코드를 호출할 코드, 새로운 메모리에 매핑할 코드들, 매핑에 필
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체 총 세 가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ShellCode 형태
쉘코드의 시작 위치에서 0x18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구조체는 다음 스테이지의 쉘코드를 로드하는데
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다. 구조체의 형태는 [참고 1]과 같다.
typedef struct _SHELLCODE_STRUCT
{
unsigned int initKey;
unsigned int checksum;
unsigned int NextStageShellSize;
unsigned int BaseAddr;
unsigned int offsetOfAddrTable;
unsigned int sizeOfAddrTable;
unsigned int offsetOfApiTable;
unsigned int sizeOfApiTable;
unsigned int AddressOfEntryPoint;
unsigned short OptionalHeaderMagic;
unsigned short unknown_1;
unsigned int NumberOfSection;
unsigned int unknown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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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_TABLE table[4];
} SHELLCODE_STRUCT, *PSHELLCODE_STRUCT;
struct SECTION_TABLE {
unsigned int destOffset;
unsigned int srcOffset;
unsigned int size;
};
[참고 1] 쉘코드에서 사용되는 구조체 형식
각 구조체에 포함된 값과 역할은 아래 표와 같다.
OFFSET

Size

Name

Value

역할

0x00

4

initKey

0xF08E27D3

인/디코딩에 사용되는 xor 초기 키

0x04

4

checksum

0x8CBBFE70

xor 키 확인을 위해 사용

0x08

4

NextStageShellSize

0x00013000

다음 쉘코드가 로드될 메모리의 크기

0x0C

4

BaseAddr

0x10000000

자신이 로드된 모듈의 베이스 주소

0x10

4

offsetOfIat

0x00012000

실행코드의 간접참조 주소 테이블

0x14

4

sizeOfIat

0x000000E4

인코딩된 수정될 위치 정보

0x18

4

offsetOfApiTable

0x000105A8

로드할 API, DLL 정보를 가진 구조체

0x1C

4

sizeOfApiTable

0x0000008C

테이블 크기

0x20

4

AddressOfEntryPoint

0x000026A2

새로운 쉘코드의 Entry Point

0x24

2

OptionalHeaderMagic

0x010B

PE의 Optional Header MAGIC 값이다

0x26

2

unknown_1

0x2102

사용하지 않음

0x28

4

NumberOfSection

0x00000004

메모리에 매핑될 섹션의 개수

0x2C

4

unknown_2

0x5927D287

사용하지 않음

0x30

4

table[0].destOffset

0x00001000

첫번째 섹션이 복사될 위치

0x34

4

table[0]..srcOffset

0x00000060

복사할 데이터의 오프셋

0x38

4

table[0].size

0x000019DB

복사할 데이터 크기

0x3C

4

table[1].destOffset

0x00003000

두번째 섹션이 복사될 위치

0x40

4

table[1].srcOffset

0x00001A3B

복사할 데이터의 오프셋

0x44

4

table[1].size

0x0000D8DE

복사할 데이터 크기

0x48

4

table[2].destOffset

0x00011000

세번째 섹션이 복사될 위치

0x4C

4

table[2].srcOffset

0x0000F319

복사할 데이터의 오프셋

0x50

4

table[2].size

0x00000000

복사할 데이터 크기

0x54

4

table[3].destOffset

0x00012000

네번째 섹션이 복사될 위치

0x58

4

table[3].srcOffset

0x0000F319

복사할 데이터의 오프셋

0x5C

4

table[3].size

0x000001EE

복사할 데이터 크기

[표 1] 구조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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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Code Dummy Code 제거
쉘코드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은 새로운 메모리 할당, 할당된 메모리에 추가 악성 행위를 위한 코드 복
사, 복사한 코드의 함수 호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 쉘코드에는 분석을 어렵게하기 위해 DUMMY
JMP, CALL 등의 코드가 포함되어있다.

[그림 4] Dummy Code가 포함된 쉘코드 EP
분석 도구에서 정상적으로 코드를 표현해 주기 위해 DUMMY Call과 DUMMY JMP 등의 코드를 NOP로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출력하도록 변경한다.

[그림 5] Dummy 코드가 제거된 쉘코드 EP

[그림 6] 더미코드 제거 전/후 비교
34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ShellCode API 주소 로드
쉘코드가 실행되면 로드한 DLL 모듈들의 파일명을 가져온다. 이를 위해 PEB+0x0C 위치에 존재하는
PEB_LDR_DATA 항목을 참조한다. 이후 로드된 DLL의 BaseDllName을 가져온다.

[그림 7] PEB를 통한 BaseDllName 로드

[그림 8] PEB와 LDR_DATA_TABLE_ENTRY 구조
프로세스에서 로드한 DLL 이름을 가져오고 나면 이를 특정 연산을 통해 생성된 값이 0xFD5B1261인지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DLL 이름을 가져와 일치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그림 9] DLL 파일명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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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ch = 0
result = 0
dll = "kernel32.dll"
xorKey = 0x7C35D9A3
for i in range(len(dll)):
ch = (ord(dll[i]))|0x20
result = ror(result,8)
result = (result + ch) ^ xorKey
print "Result : " + dll + " = ", hex(result).upper()
[코드 1] DLL Name Encoding Routine
인코딩된 값이 일치하면 해당 DLL 파일의 Base Address를 가져온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PE 헤더를 파
싱하여 IMAGE_EXPORT_DIRECTORY에 존재하는 AddressOfNames의 주소를 로드한다.

[그림 10] Export 함수명 로드
DLL의 Export 함수의 이름들을 로드하고 나면 위와 유사한 루틴을 통해 API명을 4바이트 값으로 변환한
다. 이를 비교해 일치할 경우 GetProcAddress를 통해 함수의 주소를 로드한다. 로드한 함수의 주소는 스
택에 저장하고 필요 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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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PI명 인코딩 및 함수 주소 로드
#Python Code
xorKey = 0x7C35D9A3
funcStr = buf.split('\x00')
for api in funcStr:
for i in range(len(api)):
data = ord(api[i])
value = (ror(calcKey,8) + data) ^ xorKey
calcKey = value
[코드 2] Encoding Api Name
비교 값

API 명

0xa16dc157L

GetProcAddress

0xbda26fe6L

LoadLibraryA

0x27be7673L

Sleep

0x24a6650aL

VirtualAlloc
[표 2] Encoding된 API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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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Code 메모리 매핑
API를 호출하고 나면 SHELLCODE_STRUCT.initKey와 SHELLCODE_STRUCT.checksum의 값을 XOR 연산하
여 0x7C35D9A3인지 확인한다. 만약 연산된 값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5를 리턴하고 종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인/디코딩에서 사용되는 initKey 값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값이 일치할 경우
SHELLCODE_STRUCT.OptionalHeaderMagic 값이 0x010B인지 확인한다. 이 구조체의 값은 다른 위치에서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확인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코드의 값이 PE 헤더에서 Optional Header의 MAGIC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구조체의 특정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값이거나 쉘코드의 정확성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Checksum과 헤더 매직 넘버 확인
구조체의 SHELLCODE_STRUCT.NextStageShellSize의 값을 가져와 오버레이 크기인 0x4000을 더한 후
VirtualAlloc 함수를 통해 메모리 영역을 할당한다. 이 영역은 추가적인 쉘코드가 로드되는 영역이며 실
질적인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코드들이 로드된다.

[그림 13] 코드를 복사할 메모리 할당
할당한 메모리의 시작 위치에서 다음 섹션이 시작되는 SHELLCODE_STRUCT.table[0].destOffset 위치까지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값을 채워준다. 이 값은 할당되는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생성되므로 의
미없는 더미값으로 추정된다. 더미값으로 메모리 영역을 채운 뒤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구조체의 데이
터를 덮어쓴다. 덮어쓰는 위치는 할당한 메모리의 베이스 주소에서 0x00, 0x04, 0x20, 0x2C만큼 떨어져
있으며 덮어쓰는 데이터는 구조체에 존재하는 initKey, checksum, AddressOfEntryPonit, unknown_2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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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4] 0x0 ~ 0x1000 의 데이터 삽입
섹션의 정보와 크기, 오프셋을 구조체에서 구해온 뒤 새롭게 할당한 메모리에 데이터를 복사한다.

[그림 15] 구조체에 정의된 섹션 정보 로드

[그림 16] 섹션 정보에 따른 데이터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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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코드 베이스 주소 변경
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사한 실행 코드에서 CALL 또는 JMP문을 통해 이동하는 곳의
주소가 현재 할당된 베이스 주소를 기반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쉘코드의 네번째 섹션에 복사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바이트씩 가져와 디코딩을 수행한 뒤 디코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드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변경한다. 디코딩 결과 값은 2바이트의 데이터이며 상위 4비트는 플래그 값으로 사
용되고 하위 12비트는 수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의 오프셋 값을 가진다. 데이터 값 복호화를 통해
연산을 수행한 뒤 인코딩된 데이터와 크기 등은 메모리에서 지워진다.

[그림 17] 플래그 및 오프셋 디코딩
디코딩을 수행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시작 4바이트는 코드 섹션의 오프셋 시작 부분인
0x00001000이며 다음 4바이트는 자신의 데이터 크기를 가진다. 이후 실제 인코딩된 데이터가 시작된다.

[그림 18] Addr Table의 디코딩 대상 데이터
※ 연산 결과

[그림 19] 베이스 주소 변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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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xorKey = 0x7C35D9A3
funcStr = buf.split('\x00')
for api in funcStr:
for i in range(len(api)):
data = ord(api[i])
value = (ror(calcKey,8) + data) ^ xorKey
calcKey = value
[코드 3] Decode Addr Table

[그림 20] 디코딩된 Addr Table 정보
IAT 재조립 및 실행
최종적으로 복사한 쉘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될 API의 주소를 가져와 IAT를 재구성한다. 이때 로드할
DLL, API명은 모두 인코딩되어 있으며 IAT 재구성 과정에서 DLL 파일명과 API명을 복호화한 후 API를
호출해주는 함수를 구성한 뒤 함수의 주소들을 IAT에 저장한다.

[그림 21] 새로운 IAT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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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함수 호출 구성을 위해 구조체에 존재하는 offsetOfAddrTable의 값을 참조해 구조체의 값을 위치를
구한다. DLL과 API명은 구조체의 offsetOfApiNameTable, offsetOfEncodedDllName을 참조한다. 오프셋 값
을 참고해 인코딩된 데이터를 로드한 뒤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복호화를 수행하고 디코딩이 완료되면
LoadLibrary, GetProcAddress 함수를 통해 주소를 가져온다.

[그림 22] DLL과 API명 복호화 루틴
#Python Code
encodedData = [ ] #Data
key = 0xD875A40C #DLL NAME Key
for value in encodedData:
result = (value ^ key) & 0x000000FF
key = (((key >> 8) & 0xFFFFFFFF) + value) | (((key << 24) & 0xFFFFFFFF))
[코드 4] Decode Api and Dll Name
로드한 API의 주소값은 바로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고 API 함수의 Wrapping 함수를 만들어 메모리에 저
장된다. Wrapping 함수는 API 주소를 NOT 연산을 한 후 호출하는 코드로 구성된다.

42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그림 23] wrapping 함수 생성
MOV EAX,0x89C73C9A ; 0x89C73C9A = 반전된 API 주소
NEG EAX
JMP EAX
[코드 5] wrapping 함수 코드 구성
함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더미코드 삽입, 브레이크포인트 탐지 등의 안티 디버깅 기능을 수행한다. API
주소를 불러오고 난 뒤 API의 시작점을 확인해 0xCC (BreakPoint)로 시작할 경우 로드한 API 주소에
xorKey를 더해 랜덤한 주소를 생성한다. 결국 이후 실행되는 쉘코드에서 정상적으로 API를 호출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4] API 시작 위치의 Breakpoint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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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포인트 확인 루틴 이후 랜덤한 더미코드를 Wrapping 함수에 삽입한다. 복호화 연산에 사용한
xorKey를 통해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낸 뒤 이를 통해 5개의 더미코드 (0x48, 0x75, 0xFF, 0xE9, 0xE8)중에
서 하나를 골라 Wrapping API의 시작 부분에 삽입한다.

[그림 25] Dummy 코드 삽입
위의 과정으로 코드 매핑 및 함수 구성을 마치면 실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코드를 호출해 실행한다.

[그림 26] 메모리에 매핑한 코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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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쉘코드는 첫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실행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실행을 멈추고 정해진 에러
코드와 함께 리턴한다.

[그림 27] 에러에 따른 리턴 값

에러코드

에러

0x01

PEB에서 DLL 베이스를 찾지 못한 경우

0x05

Checksum 연산의 결과가 잘못된 경우

0x06

구조체의 Header 값 오류

0x07

VirtualAlloc 함수 호출 오류

0x09

-

0x0A

LoadLibrary 함수 호출 오류

0x0B

GetProcAddress 함수 호출 오류

0x0C

다음 스테이지의 악성코드에 종속된 코드
[표 3] 에러에 따른 리턴 값

쉘코드의 최종 동작 이후 메모리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PE 형태와 유사하며 Entry Point에서부터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그림 28] 최종 메모리 매핑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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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은 ShadowPad가 정상 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코드들을
메모리에 매핑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쉘코드 동작 이후 매핑된 코드들의 악성 행위들은 다양한 벤
더 및 개인에 의해 분석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 내용은 본 보고서에 싣지 않았다.
다양한 악성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단시간에 결과물을 내는 것에 집착해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
가 빈번하다. 이번 매거진 상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누군가가 맞춰가고 과정의 한조각이 되길 바래본
다.
※ ShadowPad는 다양한 벤더의 엔지니어분들이 온라인에서의 방송, 분석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악성코
드 샘플을 구할 수 없거나, 분석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었다. 그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
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작성자 :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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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워너크라이 바뀌어서 재등
장!
지난 7월 모바일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
어가 등장하여 이슈가 되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변종이 등장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발견된 워너크라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
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버전은 Alipay,
Wechat, QQ 등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하였으나 이번 변종 워너크라이는
QQ 메신저만 사용하여 배포자와 연락을 취한다.

[그림 3] 모바일 워너크라이 신버전

이번 9월호에서는 변종 워너크라이에 대하여 살
펴보자.

실행 시 SD카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이 암

[그림 1]은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워너크라이 아

호화되면서 확장자가 변경된다.

이콘이다.

[그림 1] 워너크라이 아이콘
[그림 2]는 모바일 워너크라이를 실행한 화면이
다. 이전 버전과 비슷하지만 결제 시스템이 QQ
메신저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확장자 변경 전

[그림 2] 모바일 워너크라이 이전 버전
[그림 5] 확장자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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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같이 QQ 메신저를 통해 배포자와 연

SD카드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한

락을 취한다.

다.

[그림 10] 확장자 변경
DES로 생성한 키 값을 이용하여 SD카드 내에
있는 모든 파일을 AES 암호화한다.

[그림 6] QQ메신저를 통해 배포자와 연락
AES 암호화에 사용될 키 값을 DES로 생성한다.
다음과 같은 긴 문자열을 여러 번 DES 복호화하
여 키 값을 생성한다.

[그림 11] AES 암호화
단말기의 IMEI 값을 해시 값으로 변환한 뒤 단
[그림 7] 암호화된 문자열1

말기 화면에 보여준다. IMEI 값을 MD5로 변환한
뒤 SHA-1 값으로 변환한다.

[그림 12] IMEI 해시 변환1
변환된 해시 값을 단말기 화면에 보여준다.

[그림 8] 암호화된 문자열2
다음은 DES로 복호화된 키 값이다.
[그림 9] 복호화된 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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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확장자를 제거한다.

[그림 17] 변경된 확장자 제거
이번에 발견된 모바일 워너크라이는 이전 버전
과 이미지나 코딩 스타일이 다르다. 같은 제작자
가 제작한 것이 아닌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보통 랜섬웨어에 워너크라이 이미지를 씌운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14] IMEI 해시 변환3

앞으로도 백신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랜섬웨
어가 등장 할 것이다. 사용자는 공신력 있는 마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기 위한 키 값을 계산

켓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항상 백신 앱을 최

한다. 이 키 값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같으면

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파일 복호화가 진행된다.
작성자 : HW, KYH

[그림 15] 복호화 키 값 계산
SD카드 내에 암호화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AES
복호화한다.

[그림 16] AES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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