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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테러 익스플로잇킷 통해 국내 유포 중인
‘공주 랜섬웨어’…주의
최근 ‘공주(Princess)’ 랜섬웨어가 ‘테러(Terror)’ 익
스플로잇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문서 취약점 악용한 악성코드 여전히 '극
성'
문서 파일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공격
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새로운 취약점이
아닌 이미 패치가 나와있는 오래된 취약점들이 악
성코드 유포에 활발히 쓰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 보안업체는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
현재 유포 중인 ‘공주’ 랜섬웨어는 한국어를 포함
한 12개 언어를 지원하며 감염 시 중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임의의 확장자로 변경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경에 처음 등장했고 그 뒤로
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던 랜섬웨어였지만, 최근
‘테러’ 익스플로잇킷을 통해 다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테러’ 익스플로잇킷은 올해 초,
새롭게 등장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플래시 플
레이어 등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
는데 활용되고 있다.
공주 랜섬웨어는 처음 발견 당시 약 200만원 상
당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발견된 최신 변
종은 30만원(0.066BTC)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다.
하우리 CERT실은 “최근 ‘테러’ 익스플로잇킷을 이
용한 악성코드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중요 자료는 백업하는
등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eView&idxno=23553
4

용이 담긴 이메일에 악성 파일을 첨부해 진행된
스피어 피싱 공격들에서 EPS 취약점이 쓰인 사실
을 확인했다.
지난 6월초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비트코인 거래
업무를 보는 법인 대표를 상대로 보낸 이메일에
포함된 한글(HWP) 악성 파일이 그 중 하나다. 공
격 대상자는 실제 비트코인 거래 분야 관계자였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DOCX) 유형의 악
성 파일 사례도 발견됐다. 악성 파일들은 주소는
다르지만 중국, 미국 등 해외의 특정 명령제어(C2)
서버와 암호화 통신을 시도했다.
한 보안 분석가는 "요즘에는 EPS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활발하다"면서 "새로운 취약점이 아니라
이미 보안 패치가 나와 있는 취약점"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열어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하며, 최신 업데이
트 패치를 통해 취약점을 통한 악성코드 실행 공
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
rial=1048917&g_menu=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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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클리너 해킹 사태, 현재 국내 피해 상
황 파악중
보안업체 어베스트(Avast)에서 인수한 최적화 프로
그램 씨클리너(CCleaner)의 모듈이 변조되어 악성
코드가 유포된 정황이 포착됐다. 게다가 디지털
인증서까지 탈취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위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위력 활용해
사이버 공격
한 보안업체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크리덴셜을
훔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멀웨어를 퍼뜨리
는 사이버 공격을 발견했다. 두 사건은 모두 공격
자가 소셜 네트워크의 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어
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보여준다.

씨클리너의 프로그램 모듈이 변조되는 사건이 발

두 공격은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이 비슷

생했다. 모듈이 변조된 프로그램은 지난 8월 15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인스타그램 사건에

출시된 씨클리너 v5.33.6162 윈도우 32비트와 씨

서 공격자는 유명 인사를 골라서 직접 공격했다.

클리너 클라우드1.07.3191 윈도우 32비트 버전이

페이스북 공격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감염

다. 이후 9월 12일 버전 5.34(정식 버전)가 출시됐

시키려고 자동화한 기술을 사용했다.

는데, 그때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악성코드 감염

인스타그램 취약점은 2016년 출시된 모바일 버전

에 노출된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13일 모듈이

8.5.1에서 발견됐다. 공격자는 1) ‘비밀번호 재설정’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을 선택하고 2) 웹 프록시에 있는 비밀번호 재설

모듈이 변조된 버전의 프로그램은 백신에 차단되

정 요청을 캡처한 뒤 3) 공격할 사람을 선택, 4)그

지 않도록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하는데, 암호가

사람의 고유 식별자 또는 사용자명을 가지고 인스

해독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초기 메모리 복사본

타그램 서버에 미리 캡처해둔 요청을 보낸다. 서

을 삭제하거나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등의 악

버는 그 사람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성행위를 한다.

가 담긴 JSON 응답을 공격자에게 돌려보내고, 공

특히, 해커는 C&C 서버를 월별 DGA 방식으로 사

격자는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 보안전문가

페이스북 메신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안

는 “C&C 서버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커가

전문가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의심스런 메시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인 DGA를 이용해 C&C 서

지를 받은 뒤 페이스북 메신저가 멀웨어를 퍼뜨리

버를 생성한 것”이라며 “공격자 입장에서는 뚫기

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 멀웨어가 추

어려울 수 있어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적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 플랫폼 멀웨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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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7&kind=1

754&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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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무기 삼는 해커, 사용자 계

모든 안티바이러스와 보안 솔루션이 탐지

정 공격 300% 폭증

못하는 ‘Bashware’ 공격

공격 대상이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다. 기업들은

작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에 리눅스용 윈

서버를 구축한 후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온

도우 서브 시스템(WSL)을 발표해 모든 사용자들

-프레미스(On-premise) 형태에서 클라우드로 속속

을 놀라게 했다. 이는 리눅스의 명령어 라인 shell

이관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대로 돌입하면서 해커

을

들도 클라우드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

Linux 프로그램들을 윈도우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윈도우에

도입해

사용자들이

가상화

없이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6일 광화
문에 위치한 MS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
라우드 공격이 지난해 대비 300% 증가했다고 밝
혔다.
이날 MS가 발표한 ‘MS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
(이하 SIR)’에 따르면 MS 클라우드 사용자 계정
공격은 올해 1분기 약 400%로, 지난해 1분기 약
100%와 비교해 300%가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
다. 올해 1분기 악성 IP 주소에서 MS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온한 시도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44% 늘었다.
MS는“클라우드 서비스가 조직에서 데이터를 관리
하는 중심점이 됐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이를
타깃할 수밖에 없다”며 “해커의 공격 주 대상이
클라우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는 특정 기업만 공격할 수 있
었는데, 클라우드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격 범
위를 확대하고 클라우드를 무기화시킬 수 있다”며
“지난해 대비 약 300% 공격이 증가한 만큼 계정
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었고 원인은 허술한 암호
관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보안 소프
트웨어들이 윈도우 컴퓨터를 타깃으로 하는 리눅
스용 악성코드 패밀리들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점
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윈도우의 빌트인 WSL 기능을 악용해
Bashware라는 새로운 공격 기법을 고안해냈다. 모
든 안티바이러스와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가 불가
능한 Bashware 공격이다.
연구원들은 윈도우용 보안 솔루션들이 이러한 위
협을 탐지하도록 설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
진 리눅스 악성코드 패밀리들도 이 기술을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공격은 공격자가 모
든 보안 제품들로부터 어떠한 리눅스 악성코드도
숨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원들은 윈도우용 현존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리눅스 실행파일의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도록 수정 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이제 윈도우 사용자들이 리눅스
shell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연구원들은 Bashware
가 전 세계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약 4억대의 PC
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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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View&idxno=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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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로 연결된 IoT 기기 수십억 대,
해커에게 장악될 수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 TV, 스마트워치, 카오디오 등 블
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십억 대가 해킹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 침해 사고
해커 "알툴즈 가입자 13만명 정보 갖고
있다" 협박...이스트소프트 "대입DB 가능

공격에 취약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해커는 블루투

성 커"

스 실행 가능 기기들을 제어하고 멀웨어를 설치하

이스트소프트는 자사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알툴즈

며 기타 악성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ALTools)의 브랜드 사이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

밝혔다.

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해, 수사 기관과의 공조
를 통한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
혔다.

블루투스 취약점은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
그리고 버전 10 이전의 iOS 등에서 발견됐다. 공
격자는 이 취약점을 통해 사용자 인터랙션 없이도
기기들을 광범위하고 빠르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망분리된 기기들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것

해당 업체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16시 45분 해

으로 나타났다.

커로부터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볼모로 한 협박

취약점을 발견한 보안업체는 제로데이 취약점 8

성 이메일을 수신했으며, 해커가 해킹의 증거로

개를 묶어 ‘블루본(BlueBorne)’이라고 명명했다. 아

제시한 개인정보와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미스는 지금까지 블루투스 프로토콜에서 발견된

대조 결과 실제로 약 13만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보안 취약점들보다 이번에 밝혀진 취약점들이 훨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약점의 경우,

다만 현재까지 해커가 이스트소프트의 고객 정보

인증 메커니즘을 우회하면서 기기에 탐색이나 페

가 저장된 서버에 직접 침투(해킹)해 개인정보를

어링을 요청하지도 않아 원격 실행 공격이 가능하

탈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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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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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mkind=1&kind=1

eView&idxno=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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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자와 손잡은 북한 해커, ATM
해킹해 23만건 금융정보 탈취
북한 해커가 국내 ATM을 해킹해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바탕으로 카드를 복제해 현금인출 등 1억
264만원을 사용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은 범
행에 가담한 해외 정보판매 총책 등 4명을 검거
하고 3명은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동향
스마트폰 해킹 위한 가짜 바이오인식, 딥
러닝으로 탐지한다
휴대폰의 기본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각 제조
사들은 자사 제품의 ‘차별성’ 혹은 ‘우수성’을 내세
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문인식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3년 아이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63대에 악성프로그램

폰 5S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각 휴대폰 제조사들이

을 감염시켜 빼낸 23만여 건의 전자금융거래정보

본격적으로 지문인식 센서를 휴대폰에 도입하기

를 북측 해커로부터 전달 받아 유통하고, 이를 바

시작했고 얼굴인식을 적용한 제품도 등장했다.

탕으로 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피의자 4명을 검거,

문제는 지문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인식이 이슈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되면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밝혔다.

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인식 업계와 학계에서는

경찰 수사결과, 북한 해커는 국내 ATM기 업체 백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바이오인식 기술을 보호하기

신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산망을 해킹한 뒤,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ATM기 63대에 악성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업계와 학계에서는 바이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전자

오인식 기술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 다양한 연

금융거래 정보 238,073건을 국내에 설치한 탈취

구와 개발을 진행했다. ‘위조지문 공격 탐지기술

서버를 통해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 어플리케이

경찰은 북한 해커로부터 받은 카드정보를 유통했

션(이하 앱)도 바로 이러한 연구의 일환이다.

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 악성프로그램 프로

이를 연구한 교수는 “바이오인식이 모바일과 접목

파일링과 접속로그 IP 추적으로 공격주체를 북한

해 본인 인증은 물론 금융 분야에도 활용되면서

으로 특정했던 사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범행에

가짜 지문 등을 이용한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담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북한 해커 소행이라

동안 인쇄, 실리콘, 점토(Play-Doh), 사진 등 다양

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한 물체를 이용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각각 대응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

했었는데, 이는 완벽한 대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 않도록 유관기관들을 통해 외부 원격접속 차단,

이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 딥 러닝(Deep Learning)

망분리 등 ATM 시스템의 보안 강화조치를 권고

을 사용해 다양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

했다.

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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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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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kind=1

928&m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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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체크하는 보안 취약점 진단
길라잡이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 특히, 서버와 PC 등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취약점
Apache Struts2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발견! 업데이트 필수
아파치 스트럿츠2(Apache Struts2)에서 임의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
가 요구된다.

한 보안 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쇼핑몰의 개
인정보 유출사고 사례를 들어 최대 접속 시간 제
한, 개인정보 백업(암호화 미조치), 보안관제 소홀
등 현재 우리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는 기본적
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개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 사항 ‘보안성 검토’]
1. 중요 서버에서 불필요한 인터넷(포트 80) 사용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Struts REST 플러그인을

금지

사용해 XML 페이로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원격

2. 웹 WAS, DB 서버는 절대 DMZ에 구축하지 말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7-9805)이다.

기

REST 플러그인은 XStreamHandler 유형 필터링 없

3. 인가된 IP/MAC 주소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하도

이 직렬화를 위해 XStream의 인스턴스와 함께 사

록 조치, 인터넷이 차단된 단말기에서만 접근

용한다.

4. DB 접근 및 조회에 대한 확인

영향을 받는 제품 및 버전은 Apache Struts 2.3.33,

5.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DB) 암호화, 비밀번호 암

2.5~2.5.12이며, 취약한 버전을 사용 중인 서버 담

호화(128비트 이상) [md5.sha1 금지]

당자는 악성코드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피해를

6.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화 전송

입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

Apache Struts 2.5.13버전 사용자는 Struts Rest 플

기반시설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

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삭제하는 것이 바람

이드는

직하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9OrkyPxRATDVy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

1CZWRjSzN5Zmc/view

대응센터에 문의(국번없이 118)하면 된다.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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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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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mkind=1&kind=1

850&mkind=1&ki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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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커널 오류, 일부 보안 솔루션 회
피 가능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에서 커널 오류가 발견
됐다. 보다 정확한 위치는 윈도우 2000~윈도우
10까지에 있는 PsSetLoadImageNotifyRoutine이다.
윈도우

2000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

PsSetLoadImageNotifyRoutine는 로드되는 모듈을
감시하는 기능으로, PE 이미지 파일이 메모리로
로드될 때 커널에 등록된 드라이버들에 이를 알려
준다.

한 보안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커널을 연구하다
가 API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로드된 PE 이
미지들에 대한 통보가 등록된 후 콜백 과정에서
틀린 이미지 이름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처음
에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나보다, 하고 생각했
지만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커널단에서부터 이런
오류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취약점으로 인해 윈도우 OS를 곧장 해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커널 취약
점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특정 보안 솔루션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서 특정 보안
솔루션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PI를 활용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보안 전문가는 “실제로 얼마나 이 취약점이 위험
한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정확히 내릴 수가 없습
니다.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는 MS의 API를 사용
하는 모든 백신 및 보안 제품이 잠재적으로 위험
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라고 말한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6
868&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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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달의 TOP
테러 익스플로잇킷으로 유포되는 공주 랜섬웨어 주의
변종 Locky 랜섬웨어(.ykcol)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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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익스플로잇킷으로 유포되는 공주 랜섬웨어 주의
□ 개요
최근 테러(Terror) 익스플로잇킷을 이용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통해 공주(Princess) 랜섬웨어
가 유포되었다. 공주 랜섬웨어는 과거에 국내 유포 이력이 있는 랜섬웨어로 테러 익스플로잇킷과 함께
복호화 비용을 낮춰서 재등장 하였다.

□ 내용
공주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에 감염되어 특정 확장자 파일을 암호화 시킨다. 암호화가 끝난 이후 암호화
된 파일들의 확장자는 임의로 생성된 확장자로 변경된다.
악성행위가 끝난 뒤 지불금액을 알리는 랜섬노트가 출력되며 해당 랜섬노트는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
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12개의 언어 지원 화면
공격자는 랜섬웨어의 복구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무료복구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최대 1MB까지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무료복구가 가능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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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료 복구 서비스 제공 화면
악성코드 공격자는 랜섬노트를 통해 약 30만원(0.066BTC)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7일이 지난 이후
에는 약 100만원(0.198BTC)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지난 2016년도에 유포된 공주 랜섬웨어는 약 200만원(3BTC)을 요구했었던 반면 금번 유포된 사례에서는
가격이 약 1/7로 감소하였다.

13

Security Magazine

이달의 TOP

[그림 3] 랜섬노트 화면
테러 익스플로잇킷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플래시 플레이어 등의 취약점을 사용하며 보안 패
치가 되지 않은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자동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공격 방식이 기존의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유포한 "선다운
(Sundown) 익스플로잇킷"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R.Agent.786432.A

작성자 : UH4CK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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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Locky 랜섬웨어(.ykcol)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Locky 랜섬웨어가 암호화 확장자를 “.lukitus”에서 “.ykcol”로 바꾸어 유포되고 있다. 해당 Locky 랜
섬웨어는 VBS(VBScript) 스크립트 파일 혹은 문서 매크로를 이용하여 유포되고 있어 국내 사용자들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최근 발견된 Locky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의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시키고 암호화된 파일의 확장자를
“.ykcol”로 변경한다. 현재 Locky 랜섬웨어는 VBS(VBScript) 파일 또는 문서 매크로로 유포되고 있다.

[그림 1] Locky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VBS

[그림 2] Locky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문서 매크로

15

Security Magazine

이달의 TOP

[그림 3] 암호화 전(상), 암호화 후(하)
파일이 모두 암호화되면 사용자에게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알리며 결제 페이지 접속을 유도한다.

[그림 4] Locky 랜섬웨어에 감염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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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트코인 결제 페이지
Locky 랜섬웨어는 확장자를 변조하거나 파일 유포 방식을 변경하는 등 꾸준히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사용자는 알 수 없는 스크립트 파일 혹은 문서 파
일의 매크로 기능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Locky 외 다수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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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안 컬럼
Catch Me If You Can? OK!
$how Me The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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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Me If You Can? OK!
다크넷 검거의 역사
정보를 빼내려는 블랙 해커와 이를 막으려는 화이
트 해커의 전쟁은 지금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해커들의 싸움은 인터넷의 가장 깊고 어두운 딥웹
(Deep Web)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 딥웹
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 검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들을 통칭한다. 이 중에서도 접속
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다크넷(Dark Net)이라고 부르며 이 중 웹 서비스
만을 다크웹(Dark Web)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보안 컬럼
라우저는 이런 과정을 3, 4번 거치기 때문에 아이
피를 통한 사용자 추적이 매우 어렵다.
다크넷이 지금처럼 활성화된 원인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등장도 어느 정도 영
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최근
에 와서야 뜨거운 감자지만 2009년 처음 세상에
나온 뒤로 많은 연구가의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은
이미 하나의 화폐로서 자리를 굳건히 잡은 통화
수단이다. 비트코인은 아무에게나 모든 거래 명세
가 공개되며 지갑도 개인에 특정되기 때문에 사실
상 매우 투명한 거래 수단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암호 알고리
즘을 이용해 거래 과정을 세탁하면 개인을 특정하
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성격 때문에 범죄행
위, 특히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몸값을
수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어 한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을 노출 시키지 않고 합법적
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의 등장 역시 지금처럼
다크넷의 블랙 마켓들이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범죄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다.
마약상과 국가의 대결은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 계
속 진행 중이다. 그 중 온라인 상에서 마약과의

[그림 1] 다크넷을 표현한 가장 유명한 그림

전쟁은 아래 소개할 실크로드 사건이 최초일 것이
다.

다크넷에서는 주로 불법적인 항목들을 취급하는데
마약이나 개인정보 거래는 기본이고 사이비 종교,
아동 음란물, 해킹 도구 거래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 사실 일반 웹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 하지만 토르(Tor)
브라우저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딥웹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의 추적
을 다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다크넷이라고 따로 분류한다.
토르 브라우저는 프록시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토
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컴
퓨터를 프록시 서버로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즉, 내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다 해도 내 아이피
가 아닌 전 세계의 어디의 누군지 모르는 타인의
아이피가 서버 로그에 남게 되는 것이다. 토르 브
19

[그림 2] 다크넷 역사의 시작 실크로드
2013년 10월 실크로드(SilkRoad)의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체
포되었다. 최초의 블랙 마켓이라 불리던 실크로드
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3~4백만 달러 상당의 비
트코인이 압수되었으며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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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넷에서 FBI가 그를 특
정하고 추적∙검거하는데 사용한 방법들을 알아보
자.
울브리히트는 자신이 최고의 블랙 마켓을 운영한
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어떤 식으로
든 그 사실을 표출하고 싶어했다. 그의 링크드인
(LinkedIn) 프로필은 수시로 이를 암시하는 문구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FBI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관의 무력

[그림 3] 평범한 청년인 실크로드 운영자

없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게 만드는 것’, ‘경제적 시
뮬레이션’ 등과 같은 문구들은 실크로드를 말하는

울브리히트는 텍사스 댈러스 대학 학사이자 샌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그는 스택 오버플로우

란시스코 주립 대학 대학원 연구원이었다. 전과도

(Stack Overflow)라는 프로그래머들 간의 정보 공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밝고 똑똑한

유 사이트에서 ‘토르 환경에서 비밀 사이트를 만

사람이라고 말 할 만큼 범죄자라고는 전혀 생각도

들려는 한 프로그래머의 질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못 할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체포되어

대답해줬다. 이는 곧 그가 토르 환경에서 비밀 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살게

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는

되었다.

것을 나타낸 것으로 철저하게 은닉되어야 할 다크

실크로드의 뒤를 이어 생긴 실크로드 2.0의 운영

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여 수사의 실마리를

자 역시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 2014년 11월 유

제공한 것이다.

로폴에서 미국과 유럽 경찰이 연합하여 다크넷에

또 증거가 된 것은 울브리히트의 구글(Google) 계

서 운영되던 블랙 마켓 410개를 차단했다고 발표

정이다. 그는 자신의 계정으로 배송 업체 사람들

하였는데, 이 중에 실크로드 2.0도 포함되어 있던

을 물색하는 질문을 올렸고 구글의 동영상 공유

것이다. 그 밖에도 총 17명이 체포되었고 백만 달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도둑질을 하는 법’과

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180,000유로, 다량의 마약,

극단적 자유론자인 ‘Mises Institute’의 영상을 저장

금, 은 등이 압수되었다. 세계는 국제 공조 수사로

해놨다. 이 영상은 실크로드 포럼에 링크되었던

블랙 마켓들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영상이기 때문에 FBI는 더욱 그를 의심하게 되었

2016년 5월에는 유료 안드로이드 앱들을 공짜로

다. 이 밖에도 그가 주로 포럼에서 활동하던 시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이트인 ‘applanet’을 운영

대와 접속에 사용한 VPN의 IP들을 추적하는 것

하던 아론 블레이크 버클리(Aaron Blake Buckley)

역시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를 검거했고 6월엔 FBI가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결정적으로 증거는 국경에서 발견되었다. 캐나다

접속하던 이용자들을 다수 검거하였다. FBI는 아동

국경에서 사용한 신분증 중에 9개가 모두 같은

음란물 사이트를 해킹하여 ‘Cornhusker’라는 악성

사진인 것이 확인됐는데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울

코드를 심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IP를

브리히트였다. 그는 호스팅 업체에서 서버를 임대

수집하고 이들을 추적하였다. 이는 FBI가 다크넷

하기 위해 신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수사에서 악성코드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체

설명했는데 가짜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

포당한 사람들은 FBI가 영장도 없이 불법적인 해

여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렇게 그는 검거되었다.

킹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선
인터넷 공간은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소 논란이 있는 판결 내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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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토르 브라우저 커뮤니티에서는 토르를 불법
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피해를 입을 일
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오히려 토르
브라우저의 이미지를 깎고 있는 불법 이용자들이
모두 잡히기 바라는 분위기였다.
2016년 10월엔 한국의 마약 거래 블랙 마켓인 베
리마켓(Berry Market)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8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 명세를 추적하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만 시가 1억 8천여만 원 상
당이고 이후에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가장 최근 2017년 7월 20일 FBI와 유로폴의 활약
으로

가장

(AlphaBay)가

큰

다크넷

블랙

폐쇄되었다.

이와

마켓인

알파베이

함께

한사마켓

(HansaMarket)도 폐쇄되었다.

[그림 5] 다크넷 뉴스에 공개된 대형 마켓
이처럼 경찰기관은 지속해서 블랙 마켓 운영자들
을 잡아들이고 있으며 이젠 접속하고 거래하는 사
람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수사
방법 또한 계속 발전하여 검거 속도 역시 빨라지
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블랙 마켓
의 양도 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창과 방
패의 싸움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까?

작성자 : suffix

[그림 4] 폐쇄된 한사마켓과 알파베이
알파베이는 최근까지 알려진 블랙 마켓 중 가장
이용자가 많고 규모가 큰 곳이었다. 현재 다크넷
의 블랙 마켓은 실크로드 2.0이 폐쇄된 뒤 알파베
이와 한사마켓, 러시아의 드림마켓, 실크로드 3.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알파베이의 운영자인 26
살 알렉산더 카제스(Alexander Cazes)는 태국에서
검거되었으며 경찰에게 서버와 110억 상당의 자
산을 압수당했다. 이윽고 그는 태국에서 구금 중
일주일 만에 자살하였다.

한 보안 전문가는 ‘그가

자살했든지 암살당했든지 블랙 마켓 운영자들은
모두 언젠가 응징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사마
켓은 FBI측에서 사이트를 유지하며 사이트에 접속
하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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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던 개인, 기업들의 홈페이지 수천여 곳

$how Me The Coin

이 마비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인터넷나야나
대표가 해커와 협상을 통해 13억원에 상당한 비

개요
국내에서는 엠넷이 방영하던 Show Me The Money
가 매 시즌을 걸쳐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참
가자들은 1억에 가까운 상금과 인기를 얻으면 자
연스럽게 따라오는 돈을 얻기 위해 내 한 몸 다
바쳐 열과 성을 다해 랩을 뱉으며 보이지 않는 돈
에 열광한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
는 돈은 따로 있다. 그 이름은 비트코인!! 래퍼들

트코인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13억원의 암호 키는
일부 서버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사례를 낳았던 에레보스 사
태와 같은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대상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복구 금액
$17,000

이 사용하는 Beat가 아닌 암호화폐 비트(Bit)코인

University of Calgary

$20,000

이다.

Melrose Police Department

$450

2009년도에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만들어진

[표 1] 해외 랜섬웨어 복구 금액 지불 사례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개입 없
이 개인간(P2P)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

이와 같이 다양한 복구 사례가 존재하므로 해커들

들이 이를 악용해 탈세 및 범죄를 일삼고 있다. 2

은 더욱 더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

년전까지 하나에 50만원도 안되었던 비트코인이

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

2017년부터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며 현재는 500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만원에 육박하는 화폐가 되어 해커들의 돈벌이 수
단으로 전락했다.

2. 개인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하여 수익을 얻는다.

1. 랜섬웨어를 제작해 유포하고 감염된 PC의 사

비트코인 가격이 뻥튀기되던 시점부터 국내에도

용자를 협박하여 수익창출!

가상 화폐시장 규모가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

올해에는

워너크라이

의 개인 지갑을 소유하여 거래소에서 다양한 코인

(WannaCry)가 발생했다. SMB 취약점을 악용하여

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이 개인 계정을

웜 바이러스와 유사한 감염방식으로 전파하는 워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비

너크라이는 전세계적으로 약 12만대 이상의 컴퓨

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해킹에 관한 이야기를

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영웅

최악의

Marcus

랜섬웨어인

Hutchins가

발견한

킬스위치(Kill

Switch)로 인해 워너크라이의 확산은 멈추었다. (아
이러니하게도 현재 Marcus Hutchins는 악성코드
유포로 인해 감옥살이 중이다.) 워너크라이로 인한
수익은 1억 5천만원 가량으로 확인된다.
다행히 워너크라이 사태는 국내 피해사례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워너크라이 사태가 잠잠해질 무렵
국내 최악의 랜섬웨어 감염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는 국내 웹 호스팅 업체인 인터넷나야나에서 관리
하고 있는 호스팅 서버(리눅스) 약 150대가 에레
보스(Erebus)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던 사고이다. 인
터넷나야나에서 웹 호스팅과 서버 호스팅 서비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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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며 현재 시세로 150억원 상당의 금액이다.
5월에는 빗썸의 내부 임직원의 PC가 해커의 공격
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일부 사용자의 개인지
갑에서 가상 화폐가 송금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
였다. 이처럼 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개인 자산 손
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그로 인한 코인 가격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발생시키게 된다.
거래소들은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한 방법은 존
재하지 않지만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이더리움 개인지갑 해킹 사례
최근에는 국내 거래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메시지
를 전송하여 기존 거래소 도메인을 일부 변경한
피싱 페이지로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하였다. 이처
럼 해커는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기 위해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총동원해 가
상 화폐 낚시질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공격 방
법은 기존 일반 해킹과 별 차이가 없지만 돈의 흐
름에 따라 공격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
소를 대상으로 직접 공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다.
거래소

피해규모

Enigma

1,487 ETH

Bithumb (KR)

회원정보 3만명 유출

Yapizon (KR)

3,831 BTC

Bitfinex

119,756 BTC

BitStamp

18,866 BTC

mt.gox

850,000 BTC
[표 2] 거래소 사건/사고 사례

[표 2]처럼 올해 4월 국내 거래소인 야피존이 해
커의 공격으로 Hot-Wallet 4개에 있던 3831 BTC을
탈취당했다. 이는 당시 시세로 50억원에 달하는
23

작성자 : IAMTH

Security Magazine

게임기 해킹 3탄! 닌텐도 3DS
게임기 해킹, 그간 많이도 발전해왔다.
이전 컬럼이였던 게임기 해킹 2탄에서 알아본
PSP에 이어 이번엔 아직도 현역기기인 닌텐도
3DS의 해킹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기존 7세대형 휴대용 게임기기인 PSP의 상대는 8
세대기인 3DS가 아닌 닌텐도 DS지만 닌텐도 DS
의 보안 체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할 말이 없다.
게임기에 관심 없는 일반인도 알 수 있듯이 닌텐
도 DS는 복잡한 해킹 방식이 아닌 카트리지형 로

보안 컬럼
코어의 보안과 펌웨어 무결성을 보장하며 하위 호
환을 담당하는 ARM9 코어를 배치해 각 코어 쌍
방간의 통신과 암호화 모듈등의 보안 기술들, 저
장소의 분리 등을 통해 기존 닌텐도 DS의 허술했
던 보안을 메꾸고자 노력하였다.
허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3DS의 첫
문을 두드린 것은 기존 닌텐도 DS와 같은 방식인
플래시 카트리지 방식이다. 해당 카트리지는 정상
적인 방법으로는 구동이 되지 않았으나, 닌텐도
3DS에 내장된 웹 브라우저의 UNICODE 취약점을
통해 해당 카트리지를 구동 할 수 있었다.

더로 발매된 게임의 롬을 이용해 다른 게임을 무
상으로 플레이 할 수 있었다.

[그림 2] 미 인증 카트리지를 구동하는 취약점
해당 카트리지를 통해 닌텐도 3DS 시스템 펌웨어
의 추출 및 복제가 가능해졌고, 추출된 펌웨어 파
일은 이후 3DS 해킹에 주요한 열쇠들이 되었다.
닌텐도 3DS의 펌웨어는 기기에 내장된 암호화 모
[그림 1] 로더형 카트리지

듈을 통해 암/복호화하여 사용된다. 이는 차후 펌
웨어 파일 유출에도 해킹까지의 시간 연장의 목적

이는 국내에서 닌텐도 열풍을 몰고 온 닌텐도 DS,

또한 포함되어 있었으며 약 2년 3개월 정도의 해

DS Lite의 하드웨어 판매량에 비해 발매 소프트웨

킹 지연을 이끌어냈다.

어 판매의 부진을 이끈 주역이다. 차기 하드웨어
에는 카트리지형 로더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
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패치를 적용하여 불법 복제
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카
트리지의 경우 인식 정보에는 기존 정품의 카트리
지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롬 파일 로더
가 실행 되도록 작성되어 우회책은 무용지물이 되
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닌텐도
3DS는 보안 체계를 견고히 하였다. 각 타이틀별
ID를 부여해 비공식 카트리지의 실행을 방지하였
으며 주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ARM11 코어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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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플래시 카트리지
변조 펌웨어가 개발되기까지의 약 2년 3개월 간
기존의 카트리지와는 다른 플래시 카트리지가 등
장하였다. 이 플래시 카트리지는 해당 카트리지에
위치한 롬 파일들을 직접 하나 하나 에뮬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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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게임 실행을 지원하였다. 허나 시
스템적인 변경이 가해지는것이 아닌 그저 롬 파일
에뮬레이팅만을 지원해 닌텐도 3DS의 시스템 자
체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
였다.

[그림 6] Boot Sequence
부트롬 개조가 가능해지자 해커들은 펌웨어의 무
결성 검증 이전에 실행되는 보안 장치들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펌웨어를 주무를 수
[그림 4] 취약점을 통한 로더 구동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이 덤프되기 시작한 이후
PSP와 똑같이 ARM9와 ARM11에서 구동되는 소
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통해 개발자들이 개발한 프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로더가 개발되었다. 이
를 통해 해커들은 User레벨의 권한에 한정되는 시
스템 영역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User레

있게 되었다. 닌텐도가 그간 지켜온 무결성이 보
장된 펌웨어만을 부팅하는 정책이 완전히 깨져버
리게 된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이것
으로 끝이 아니였다. 해커들은 닌텐도 내부에서
하드웨어의 복구 목적으로 쓰이는 Payload를 발견
해내어 이를 통한 부트롬 변조에 성공해 닌텐도
3DS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드웨어적으로도 완
전히 함락당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벨에서 작동하는 커널 취약점을 찾아내어 커널영
역까지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림 7] 닌텐도 3DS, Totally Owned
[그림 5] exploit을 이용한 kernel patching
커널이 함락되자 해킹 포럼에서는 커널 권한을 이
용한 프로그램이나 패치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
오기 시작했다. 커널 레벨의 취약점이 발견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암호화 모듈이 완전히 분
석되어 부트로더 레벨에서의 암/복호화를 통한 보
안 조치가 무력화되었고 머지않아 부트롬을 개조
해 변경된 펌웨어의 부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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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닌텐도의 3DS 이외에도 완전히 함락당한 물
건이 있다. 닌텐도 3DS와 최근 발매한지 오래 되
지 않은 닌텐도 스위치와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Amiibo와 Amiibo 카드로 불리는 캐릭터 제품이
그 대상. 이는 기존의 캐릭터 물픔과 같이 모양새
가 갖추어진 피규어나 캐릭터 카드지만 피규어 받
침대 혹은 카드 내부에 NFC Tag를 삽입해 게임
캐릭터의 정보 송수신이나 추가 특전 등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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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물건이다.

약 3부에 걸쳐 3세대 게임기 패미컴, 7세대 게임
기 PSP, 그리고 현세대 게임기 닌텐도 3DS의 소
프트웨어/하드웨어적 보안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
았다. 역공학이나 시스템 보안은 PC에만 한정 되
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
자 제품에 해당 될 수 있다.
최선의 보안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까? 가장 최

[그림 8] NFC 태그가 삽입된 캐릭터 제품
NFC Tag는 규격 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안 장치가
없어 추출이나 복제가 용이하다. 그것과 더불어
최소한의 보안 장치인 암호화 마저도 펌웨어 파일
의

유출과

역공학으로

인해

전부

밝혀져버려

Amiibo가 사용하는 NFC Tag의 규격인 NTAG215
규격의 공카드에 Amiibo 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선의 방법은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영역을 최
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껏 존재했
던 모든 하드웨어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작
은 결함으로 시작되어 심각한 결함으로 발전해왔
다. 보안에 있어 완벽이란 없다. 하지만 완벽에 가
까운 모델의 보안은 있을 수 있다. 그 완벽에 가
까운 모델을 향해 오늘도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열심히 발에 땀 내며 뛰고 있을 것이다.

작성자 : Razor

[그림 9] Wiki에 작성 된 Amiibo 데이터 규격
닌텐도 3DS는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들어 공식 지
원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다. 새로운 기기
인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되어 개발 비중 또한 닌
텐도 스위치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 현재도
닌텐도 3DS 해킹 포럼에는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닌텐도 3DS가 EOL(End of Life)에 도달 할 경우 발
표하겠다는 취약점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림 10] 취약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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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또 다시 붉은화면, RedBoot
Operation Manul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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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붉은화면, RedBoot
개요
기존에 MBR영역을 파괴하고 붉은 해골을 출력했던 Petya에 이어 Petya변종 그리고 NotPetya까지 MBR
영역을 파괴하는 랜섬웨어가 간간히 출몰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붉은 화면이란 공통 요소를 들고 나
타난 RedBoot MBR 랜섬웨어가 등장하였다. 기존 랜섬웨어와의 차이점은 전체 컴포넌트가 AutoIt Script
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과 특정 경로에 존재하는 파일을 추가적으로 암호화 한다는 것이다.
악성코드 실행단계
해당 악성코드는 AutoIt Script로 작성되어있으며, 첫 단계에 다수의 파일을 드랍하고 실행하도록
작성되어있다.

[그림 1] AutoIt Script 중 일부
악성코드가 실행 될 경우, 먼저 사용자 이름을 확인한다. 사용자 이름이 Kitty일 경우 악성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종료한다.
실행에 필요한 인자 생성
사용자 이름이 Kitty가 아닐 경우 파일 암호화와 사용자 구분에 필요한 인자들을 초기화한다. 해당
인자는 특정 요소의 값을 SHA1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한 해쉬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 사용자 이름을 이용해 파일 암호화에 필요한 암호화 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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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성된 파일 암호화 키 예제

[그림 4] 파일 암호화 키를 이용해 UserID 생성
악성 행위를 위한 바이너리 드랍 및 실행
암호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생성한후, 랜덤 함수를 이용해 생성한 특정 경로에 파일을 드랍한다.
(사용자 폴더)\(랜덤)\overwrite.exe

(사용자 폴더)\(랜덤)\assembler.exe

(사용자 폴더)\(랜덤)\boot.asm

(사용자 폴더)\(랜덤)\protect.exe
[표 1] 드랍되는 파일의 경로

드랍한 파일 중 protect.exe를 실행한다.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특정 이름의 프로세스가 동작
중인지 확인해 강제 종료한다.
taskmgr.exe

processhacker.exe
[표 2] 확인 대상 대상 프로세스명

Protect.exe을 실행 한 후 자기 자신을 특정 경로로 이동시킨다.

[그림 5] MoveFile 함수를 이용해 자기 자신 이동
랜섬노트 내용 수정
자기 자신을 이동 시킨 후, 생성한 UserID값을 boot.asm 파일 내부의 값에 대체시킨다.

[그림 6] 대체 되기 전 파일 내용

[그림 7] 대체 된 후의 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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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 컴파일 및 MBR 기록
드랍된 파일 중 assembly.exe를 특정 인자를 주어 실행한다. 해당 파일이 실행 될 경우, 랜섬 노트를
출력하는 어셈블리 코드가 바이너리로 컴파일된다.

[그림 8] assembly.exe를 통한 어셈블리 바이너리 컴파일
어셈블리 바이너리 컴파일이 완료되어 필요 없어진 파일을 삭제한다.

[그림 9] 필요 없는 파일 삭제
드랍된 파일 중 overwrite.exe를 특정한 인자를 주어 실행한다. 해당 파일이 실행될 경우 MBR 영역에
컴파일된 랜섬 노트 출력 바이너리가 기록된다.

[그림 10] overwrite.exe를 통해 MBR영역 기록
소규모의 파일 암호화
특정 폴더 안의 파일을 생성한 암호화 키를 이용해 AES256 암호화 방식으로 폴더 안의 파일을 암호화
한다. 암호화가 완료 된 파일은 .locked 확장자로 변경된다

[그림 11] AES256 방식으로 암호화 된 파일
바탕 화면

문서 폴더

다운로드 폴더

그림 폴더

비디오 폴더

음악 폴더

[표 3] 암호화 대상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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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암호화가 완료 된 후, 시스템을 재부팅 시킨다. 재부팅 된 PC는 MBR에 기록된 랜섬노트를 출력한
다.

[그림 12] 시스템 종료 함수 호출

[그림 13] MBR에 기록된 랜섬 노트 출력

작성자 : Ra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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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anul 분석
개요
최근 Cheetah Mobile과 Antiy Labs는 Operation Manul 조직에서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앱을 발
견하였다. Operation Manul은 카자흐스탄의 특정 단체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난 2016년
8월 블랙햇에서 공개됐다. 이 악성 앱은 정상 앱에 악성 모듈을 삽입한 뒤 실시간으로 사용자를 감시하
고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이번 모바일 상세 분석에서는 Operation Manul에서 배포
한 악성 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과정
악성 앱은 [그림 1]과 같이 악성코드를 모듈화하여 정상 앱에 삽입 후 악성행위를 수행한다. 정상 앱에
악성코드를 삽입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속일 수 있다.

[그림 1] 정상 WhatApp, Psiphon, Plus앱에 삽입된 악성 모듈
추가 권한 요청
악성 앱은 자신이 사용할 API를 호출하기 위한 권한을 확인한다. 만약 권한이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
가 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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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권한 승인 요청
권한

기능

android.permission.RECORD_AUDIO

녹음

android.permission.CAMERA

카메라 기능

android.permission.WRITE_EXTERNAL_STORAGE

SD카드 쓰기

android.permission.READ_EXTERNAL_STORAGE

SD카드 읽기

android.permission.ACCESS_FINE_LOCATION

정확한 위치 정보

android.permission.ACCESS_COARSE_LOCATION

대략적인 위치 정보

android.permission.READ_CONTACTS

주소록 읽기

android.permission.GET_ACCOUNTS

계정 리스트 읽기

android.permission.READ_PHONE_STATE

전화 상태 읽기

android.permission.READ_CALL_LOG

전화 기록 읽기

android.permission.READ_SMS

SMS 읽기

android.permission.SEND_SMS

SMS 보내기

[표 1] 악성 앱 동작 시 필요한 권한
C&C 접속 정보
C&C 서버 주소는 AES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C&C 주소 : https://adbeair.net/wp9/add.php
https://adobeair.net/wp9/uploa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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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암호화 되어 있는 문자열

[그림 4] AES 복호화
악성 앱이 사용하는 C&C 서버는 2016년 블랙햇에서 발표된 Operation Manul과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
고 있어 동일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림 5] domain associated with hangover
(출처 : BlackHat USA 2016 Cooper Quintin & Eva Galperin)
악성 행위
C&C 서버에 연결되면 수신 명령코드에 따라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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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C로부터 명령코드를 받아옴
[표 2]는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명령코드이며 주로 감시와 정보탈취 행위를 수행한다.
Command Code
GALL1
CAMG1

악성행위
WIFI정보, 계정정보, 주소록, 전화기록, 단말기에 설치된 앱 탈취
카메라 촬영

UPD1

패키지 업데이트

DWN1

파일 다운로드

REC1

녹음

REC2

통화 녹음 제어

SMS1

SMS전송

SIFO

이미지를 JPEG로 변환하여 업로드

전화를 걸 때

통화 녹음 및 현재 위치 정보 탈취
[표 2] 명령코드

주변의 WIFI 정보를 검색하여 SSID, BSSID, 프로토콜, 주파수 등 AP 정보들을 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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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IFI 스캐닝 시작

[그림 8] 주변의 AP 정보 탈취
SMS의 전화번호, 내용, 날짜를 탈취한다.

[그림 9] SMS 탈취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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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메일 계정 탈취
주소록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연락처에 연락한 횟수, 마지막에 연락한 시간 등의 정보들을 탈취한다.

[그림 11] 주소록 탈취
수신번호, 발신 번호와 통화시간을 탈취한다.

[그림 12] 전화기록 탈취
단말기에 설치된 앱 목록을 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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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앱 목록 탈취
카메라 권한을 사용해 촬영한다.

[그림 14] 카메라 촬영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업데이트한다.

[그림 15] 패키지 업데이트
C&C로부터 다운 받을 URL을 받아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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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특정 파일 다운
사용자 몰래 녹음한다.

[그림 17] 녹음
통화 내용 녹음을 제어한다.

[그림 18] 통화 내용 녹음 제어
C&C로부터 전송할 SMS 발신번호와 전송할 내용을 받아와 SMS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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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MS 전송
이미지를 JPEG로 변환하여 C&C로 업로드한다.

[그림 20] 이미지 업로드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현재 위치 정보를 탈취한다.

[그림 21] 통화내역 녹음 및 위치정보 탈취
탈취한 정보는 /SDCard/.Temp/ 경로에 파일로 저장하여 C&C로 전송한다.

[그림 22] 파일 저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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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C전송
결론
공격자는 주로 인터넷 검열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록시나 VPN(Orbot, psiphon), 메신저 앱(plus,
WhatsApp)에 악성 모듈을 삽입하여 배포하였다. 정상 앱에 악성 모듈을 삽입하여 은밀하게 악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감염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해당 공격은 정치적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대상
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된 악성 모듈이기 때문에 정보 탈취에 특화되어 있다. 최근에 발견된 홍콩의 특
정 단체를 감시하기 위해 제작된 XRAT 등과 같이 특정 대상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된 악성 앱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용자는 공인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앱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모바일 백
신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여 보안을 강화시켜야 한다.

작성자 :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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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장한 악성코드 Lipizzan 스파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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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장한 악

blacklist_apps

앱 블랙리스트

check_roaming

로밍 체크

성코드 Lipizzan 스파이웨어

mic_recordings_directory_name

통화녹음파일 폴더

record_voip

voip 레코더 파일

recordings_directory_name

녹음파일 폴더

지난 8월 구글은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기술을

screenshots_directory_name

스크린샷 폴더

이용하여 단말기의 악성 앱을 조사하던 중에

snapshots_directory_name

스냅샷 폴더

Lipizzan 이라는 새로운 스파이웨어를 발견하였

upload_directory_nae

업로드 폴더

다.

user_files_direcorry_name

사용자 파일 폴더

uuid

uuid

version

단말기 버전

voip_recordings_directroy_name

voip녹음파일 폴더

Lipizzan 스파이웨어는 설치 시 바탕화면에 아이
콘이 생성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사용자의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뿐만

[표 2] assets/config.json파일 파싱 정보

아니라 메신저 정보까지 탈취가 가능하다.

[그림 1] Lipizzan 설치 시 백그라운드 등록
Lipizzan 악성앱이 요구하는 권한
android.permission.RECEIVE_BOOT_COMPLETED
android.permission.WAKE_LOCK
android.permission.INTERNET
android.permission.ACCESS_NETWORK_STATE

[그림 2] assets/config.json 내용

android.permission.ACCESS_WIFI_STATE
android.permission.READ_CALL_LOG
android.permission.READ_SMS

Lipizzan 스파이웨어는 아래의 악성 행위들을 수

android.permission.READ_CONTACTS
android.permission.READ_PHONE_STATE

행한다.

android.permission.READ_EXTERNAL_STORAGE
android.permission.WRITE_EXTERNAL_STORAGE
android.permission.PROCESS_OUTGOING_CALLS
android.permission.ACCESS_FINE_LOCATION
android.permission.ACCESS_COARSE_LOCATION
android.permission.RECORD_AUDIO
android.permission.CAMERA
com.google.android.providers.gsf.permission.READ_GSERVICES
com.google.android.gms.permission.ACTIVITY_RECOGNITION
android.permission.MOUNT_UNMOUNT_FILESYSTEMS
android.permission.MODIFY_AUDIO_SETTINGS

[표 1] Lipizzan 스파이웨어 권한
assets/config.json 파일에서 기본 설정 정보를
가져온다.
파싱 객체 목록

객체 설명

api_url

서버 주소

files_directory_name

수집된 파일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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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관련 정보 수집
-

통화기록, 통화내용, 스카이프 앱을 이용한
통화내용

[그림 9] 통화기록 수집
[그림 4] Lipizzan 악성행위 2
세부적인 악성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말기 정보 수집
[그림 10] 통화내용 수집

[그림 5] 단말기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

[그림 11] 스카이프 통화내용 수집

주소록 (전화번호, 계정, 이메일, 사진), 위치
등

[그림 12] 녹음파일 탈취
메신저 정보 및 SMS 수집
[그림 6] 주소록 정보 수집

-

카카오톡, 왓츠앱, 스카이프, 바이버, 행아웃,
지메일 등

[그림 7] Account(계정)정보 수집
[그림 13] SMS 수집

[그림 8] 위치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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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수집 정보 저장
[그림 14] 메신저 정보 수집

파일로 저장한 수집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한다.

이미지 정보 및 데이터 수집
-

사진첩 이미지, 스크린샷, SDcard에 저장된
데이터 수집
[그림 20] 서버 전송
서버주소는
[그림 15] 사진첩 이미지 수집

assets/config.json파일에

저장되어

있다.
[그림 21] 서버주소
이번에 발견된 Lipizzan 스파이웨어는 구글 공식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다수의 앱에 심어져있다.

[그림 16] 스냅샷 이미지 수집

그렇기 때문에 공식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
운로드하더라도 최신 버전의 백신을 통한 주기
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작성자 : KYH
[그림 17] 스크린샷 이미지 수집

[그림 18] SDCard 데이터 수집
악성행위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파일로 저장
한다.
저장 위치: SDCarmy_files\수집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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