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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오는 수상한
(?) 이력서
최근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 추정 사
이버공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로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악성코드
유포 정황이 지속적으로 탐지되고 있다. 그중 이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북한의 기도’ 악성앱 전파...탈북자 스마
트폰 노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타깃으로 한 북한
추정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
번엔 탈북자를 노린 공격으로 SNS를 통해 접근한
후 ‘북한의 기도’라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정황
이 포착됐다.

력서를 위장한 악성파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
상화폐 거래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력서로 위장한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악성파일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뿌려지

통해 북한 추정 사이버공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

고 있다며, 새로 문을 연 가상화폐 거래소에 집중

고 있다며 북한 추정 해커가 SNS로 악성앱 설치

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를 유도하는 링크를 전송해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이력서를 위장한 악성파일은 이메일을 통해 유포

행위를 펼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되고 있으며, 원격제어 유형인 악성코드를 심어

해커는 먼저 북한 탈북자에게 메신저로 접근해 북

감염을 유도한다. 최근 들어 새롭게 오픈한 가상

한기도란 앱을 권장하면서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한

화폐 거래소의 경우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의견을 달라고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있는 상황이다. 해커가 이를 노리고 인사담당자들

해당 악성앱은 해커가 맘대로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 관심을 갖도록 이력서로 위장한 것이다.

을 감시 및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파이앱으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해커는 고의적으로

로 분석됐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넣

이와 관련해 보안 업계 관계자는 “악성앱을 분석

어 이력서 첨부 메일로 신규 거래소에 지원해 악

해 보면 스플래쉬 권한 획득, 웹뷰 권한 획득, 오

성코드 감염을 유도하고 있다”며 “만약 인사담당

버레이 권한 획득 등 주요 권한 탈취 기능을 탑재

자가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파일을 클릭할 경우 악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해커가 권한 획득을 통

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해 탈북자 인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타깃 공격으로

해커는 정보탈취는 물론 비트코인과 목적 달성을

전형적인 사회공학적 수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

위해 추가 공격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혔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342&skind=O

367&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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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냥한 ‘유보트RAT’ 전파 중

토렌트서 살포중인 가짜 HWP2018 파일

한국을 겨냥해 특수 제작된 원격 접근 트로이목마

은 해킹 프로그램…주의

(RAT) ‘유보트RAT(UBoatRAT)’가 돌고 있어 인터넷

지난 12월 3일부터 동일한 공격자로 추정되는 인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보트RAT는 ‘2017

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글문서 파일처럼

년 연봉인상 문의 사항관련 피드백 조사.exe’ 또는

위장해 새로운 악성파일을 토렌트로 유포시키고

‘2017년 연봉인상 문의 사항관련 피드백 전달.exe’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등의 한국어명으로 된 파일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28일 한 보안 업체는 2017년 5월 최초 발견된 이
래 여러 가지 변종으로 나타났던 유보트 RAT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타난 유보트 RAT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 조직,
또는 비디오 게임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전
달에 사용되는 파일 제목들이 한국어로 쓰여 있다
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진은 유보트 RAT이 마이크로소프트 윈
도우즈의

기기

간

파일

전송

서비스인

BITS

(Background Inteliigent Transfer Service)를 이용해
서 감염 기기에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유보트 RAT에 감염된 컴퓨터는 BITS로 인
해 재부팅 이후에도 유보트 RAT을 계속 실행시킨
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한 유보트 RAT의 통신 과정에서 ‘Rudeltaktik’이
라는 용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해군의 잠수함 작전을 가리킨다.
또한, 유보트 RAT 공격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RAT을 유보트-서버(UBoat-Server)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355&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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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는 마치 최신 HWP2018 의 무설치 인증판
파일처럼 위장해 ‘Orcus RAT’ 원격 해킹 기능 악
성파일을 토렌트 사이트에서 유포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지난 번에는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한글 2017'
제품으로 위장했지만, 이번엔 '한글 2018' 최신 제
품으로 위장한 특징이 있다. 현재 해당 파일은 토
렌트 인기자료 2순위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많
은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상
적인 프로그램처럼 위장하기 위해 나름 1.3G 정도
의 대용량 파일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공격자는 원격제어를 통해 감염된 컴퓨터의 일거
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파일
을 유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한 보안 업체는 “토렌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소
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eView&idxno=2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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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정 해커, 지인인 척 카톡으로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사물인터넷 기기들로 봇넷 만드는 멀웨어

악성파일 유포

발견

북한 추정 해커들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리눅스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기들로 구성된 봇넷

다각도의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이 현재 세계 여러 웹사이트들을 해킹하고 멀웨어

과 페이스북 등 계정을 도용해 PC 메신저 이용자

를 뿌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 보안 업체의 전

대상으로 문서 파일을 전송해 악성코드 감염을 유

문가들이 밝혔다.

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이

봇넷을

만들고

있는

멀웨어의

이름은

Linux.ProxyM으로, 올해 2월부터 간간히 발견되던
것이었다. 또한 각종 스팸 캠페인에도 활용되고
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북한 추정 해커가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를 입수해 카카오톡에 등록
한 후,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고 있으며 도
용한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해서 카카오톡 PC
메신저를 대상으로 문서 파일을 보내서 악성코드
를 감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보안전문가는 “가상화폐 거래소
에서 일반적으로 추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여기
에는 메일 계정, 카카오톡 계정 인증, 계좌 인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인증을 뚫기 위해 피
싱사이트를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를 노린 카카오톡 공격도 지속적
으로 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
보도한 것처럼 뉴스 기사를 미끼로 단축 URL을
전송하거나 북한관련 앱 다운을 유도하는 방법 등
으로 지인을 가장한 SNS 공격에 공을 들이고 있
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SNS 계정관리가 더욱 중
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445&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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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Linux.ProxyM은 일종의 트로이목마로 감염
시킨 기기 내에 속스(SOCKS)라는 프록시 서버를
구성해 공격자들이 각종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도
록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Linux.ProxyM은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진 기기들을 주로 겨냥해 공격해온 것으로 나타
났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들은 대부분 감
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 x86 / 2) MIPS / 3) MIPSEL / 4) PowerPC / 5) ARM
/ 6) Superh / 7) Motorola 68000 / 8) SPARC
이렇게 기기들을 감염시켜 구성된 봇넷은 스팸 이
메일을 보내는 데 주로 활용된다. 각 기기들은 9
월 한 달 동안 약 400 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
로 알려졌다.
“Linux.ProxyM의 기능은 단순합니다. 봇넷을 만드
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봇넷을 가지고 다양하
게 활용하는 법을 해커들이 개발해가고 있는 모양
새입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공격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526&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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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신저로 온 video.xxxx.zip 파
일의 정체
주말 동안 ‘video.xxxx.zip’ 또는 ‘vidio.xxxx.mp4’ 등
의 이름으로 된 악성 파일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 침해 사고
해킹된 교차로, 정상 복구...계정관리 허술
이 낳은 참사
랜섬웨어에 감염된 생활정보 포털 교차로 사이트
가 1일 정상 복구됐다. 해당 웹사이트는 지난 11
월 29일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
차로가 감염된 랜섬웨어는 신종 리눅스 랜섬웨어
로 드러나 리눅스를 타깃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에
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킹·보안 연구 그룹에 따르면 video란 단어와 랜
덤 숫자로 된 mp4, zip 확장자명 파일이 최근 페
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파일
은 압축파일이나 mp4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
exe 파일로 분석됐다.
특히, 해당 파일을 받으면 받은 사람의 페이스북

앞서 교차로는 “전국 교차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
단된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점
검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점검시간은 11
월 29일 오전 2시부터 서비스 안정화까지라고 밝

메신저로 자동 재배포되기 때문에 현재 급속도로

혔다.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페이스북과

이번 랜섬웨어 사건의 경우 감염경로에 대한 관심

유명 SNS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파일을 받았다는

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지가 취재한 바로

글들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으며, 받은 파일을
공유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펼쳐지
고 있다.

는 교차로 사이트의 서버 관리자 계정관리가 취약
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하는 내부 계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한편, 해당 악성파일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모

익명을 요청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중소사업

네로(Monero) 채굴을 위한 악성코드로 추정된다.

자가 비용 및 관리 문제로 선택하는 리눅스 서버

얼마 전 웹사이트 방문자의 개별 CPU 파워를 이

를 타깃으로 하는 랜섬웨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서비스 ‘코인하이브

이는 보안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지만

(Coinhive)’가 지난 10월 해킹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 이번에 악성파일을 유포한 목적도 PC에 악
성코드를 심어 모네로 채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서는 ‘계정 관리’라는 기본 보안요소가 제대로 적
용되지 못했는데, ISMS 체계를 준수했으면 발생하
지 않았을 문제로 보인다. 기본을 되돌아 볼 필요
가 있다”고 당부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출처 :

66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347&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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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 소행 중국 추정 해커, 국내 웹사
이트 2곳 해킹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는 중국 해커가 국내 웹사
이트 2곳을 디페이스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디
페이스 해킹은 웹사이트 화면을 해커가 악의적으
로 변조하는 해킹 수법이다.

취약점
시스코, 보안 취약점 대거 발견...업데이트
필수
글로벌 보안업체 시스코(Cisco)가 자사 제품에 대
해 다수의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공지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코 제품을 사용하는 이
용자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디페이스 해킹을 당한 곳은 X심과 노루XXXX이며,
모두 인트라넷 웹페이지가 변조됐다. X심의 경우
지난

11월

27일

118.XXX.XXX.XXX다.

해킹됐으며,
사용하는

IP

주소는

운영체제는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Manager,

Firepower 9000 시리즈 장비에서 CGI 스크립트에
서 HTTP 요청 검증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격

Windows Server 2012, Microsoft-IIS/8.5로 알려져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5-6435)

있다. 또 다른 웹페이지는 노루XXXX 인트라넷이

△Wi-Fi Protected Access에서 발생하는 KRACK

며,

Wi-Fi

IP

주소는

211.XXX.XX.XX다.

운영체제는

Windows Server 2003과 Microsoft-IIS/6.0버전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한 보안 전문가는 “디페이
스를 당한 X심 사이트의 경우 이전에도 해킹 당
한 전례가 있다”며 “이는 해당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패치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해킹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본지가 해킹된 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한 특정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이트가 등
록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563&page=1&mkind=1&kind=1
8

암호기술(WPA2)

CVE-2017-13078,

취약점(CVE-2017-13077,

CVE-2017-13079,

CVE-2017-

13080, CVE-2017-13081, CVE-2017-13082)
※ 일부 취약점(CVE-2017-13086, CVE-2017-13087
및 CVE-2017-13088) 추후 패치 예정
△Cisco NX-OS의 TCP Netstack에서 TCP 패킷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발생하는 서비스거부 취약점
(CVE-2015-0718)
영향을 받는 제품과 버전은 참고 사이트에 명시되
어 있는 ‘Affected Products’을 통해 취약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365&page=1&mkind=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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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맥 하이시에라 보안 허점에 사과하

아파트 스마트홈에 심각한 취약점 발견…

며 긴급 업데이트 패치 발표

수십만 입주민 위험에 노출

기술 대기업 애플의 맥(Mac) OS인 하이시에라

최근 아파트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으

(High Sierra)의 보안 결함이 드러난 가운데 회사

로 입주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는 이를 수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

이런 편리한 아파트 스마트홈에 치명적 취약점이

표했다.

존재해 악의적 해커들에게 무방비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편리함만 생각하
고 보안을 고려하지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원인이다. 관련 업체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동안 애플은 운영 체제의 최
신 버전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맥에서 루트
사용자를 활성화하거나 루트 암호를 변경하는 방
법"이라는 단계별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 취약점을 발견한 팀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차

맥 하이시에라의 운영체제에서 발견된 결함은 사

세대보안리더양성프로그램(BoB) 6기 연구원 등으

용자 이름에 루트(root)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암호

로 구성된 ‘팀 Emohtrams’다. 이 팀은 관련 취약

없이도 데스트톱이나 랩톱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공격시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루트 로그인으로

에 올리고 스마트홈 보안의 취약성을 알리면서 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로그인해 개인 정보를 유출

련 기업의 적극적인 보안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스마트홈 보안취약점을 악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루트 사용자 계정은 일

용하면 악의적 해커가 아파트로 차량을 타고 자유

상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맥이 필요

롭게 차량개폐기를 통과해 주차장 로비도어는 물

로 하는 파일 변경 권한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

론이고 현관 도어락까지 열고 타깃의 집안까지 무

했다. 회사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

방비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공격이

하고 루트 사용자를 비활성화하도록 권고했다.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도 위험하다.

이 취약점은 트위터에서 공개됐는데, 해당 트위터

팀 Emohtrams는 “이외에도 난방 조종, 방문자 기

게시물보다 앞서 애플이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있

록 확인, 차량 출입기록확인, 입주민 공지사항 확

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인 등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

출처 :

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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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View&idxno=26558&sc_code=2082299587&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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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otal=

eView&idxno=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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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천정부지 비트코인 탈취하려 ‘코빗’ 사칭
낚시질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으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비트코인 거래소 노리는 디도스 공격 급
증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및 유사 서비스가 우후죽
순 늘어났다. 그러면서 시작된 또 다른 현상이 있
으니,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는 디도스
공격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다.

7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코빗을 위장한 피싱 사이
트가 발견됐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계
정정보와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가 탈취되지 않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비

록 계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트피넥스(Bitfinex)는 이번 주 월요일 디도스 공격

코빗을 위장한 피싱 사이트의 경우 이메일 계정정

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긴 시간 지속된 건 아니지

보와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지

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했다고 했는데, 이러

가 6일 보도한 바와 같이 최근 가격이 천정부지

한 공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월요일 며칠

로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을 손에 넣기 위해 가상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6월에는 새롭게 생긴

화폐 거래소 이용자 계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아이오타(IOTA)라는 암호화폐 쪽에서도 문제가 발

보인다.

생한 적이 있다.

한 보안전문가는 “최근 가상화폐와 랜섬웨어,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도스 공격으로 흔들기 시작

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공격이 최대 보안이

하면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비트코인

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생태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디도스 공격은 해

위장한 피싱 사이트에 이용자가 계정정보 입력하

킹 공격 중 가장 간단한 기술 중 하나다.

면 공격자가 탈취해 코인 탈취까지 연결될 수 있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이 증가하

다”고 경고했다.

는 또 다른 이유는 ‘극심한 경쟁’이기도 하다고 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액이 7조원에

안 전문가는 지적한다. “비트코인이 붐입니다. 많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금

은 이들이 갑자기 이 산업에 들어섰고, 그러니 거

감원이 작전세력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 반면, 가

래소 간 경쟁이 심합니다. 고객들도 충성도를 보

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작전세력 감시나 규제를 위

이지 않아요.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다른 거래소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까지 없어 더욱 문제가 심

를 찾죠. 그래서 경쟁 거래소를 겨냥해 디도스 공

각하다는 지적이다.

격을 늘린 이들도 충분히 있을 법 합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

472&mkind=1&kind=1

442&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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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달의 TOP
위장 메일로 유포되고 있는 코인 채굴기
발칸 반도를 타깃으로 하는 File Spider 랜섬웨어 감염 주의
국내 메일 계정으로 대량 유포된 악성코드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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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메일로 유포되고 있는 코인 채굴기
□ 개요
최근 졸업 및 취업 시즌을 맞아 "입사 지원", "중고 물품 구매", "택배 배송" 등의 내용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악성코드 유포자는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이력서로 위장한 메일을 보내거나 현재 중고 물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신인 맞춤형으로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 첨부된 압
축파일(egg)은 실행 파일과 바로가기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첨부한 위장 메일
해당 악성 파일들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16년도 연말정산”, “사내 내부 지침사항” 등으로
유포된 비너스락커 랜섬웨어와 8월에 유포된 입사지원 위장 메일의 유포 방법 및 악성코드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바로가기 파일에 포함된 특정 경로도 "C:\Users\l\Desktop\양진이\VenusLocker_
korean.exe"로 같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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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링크파일에 포함된 비너스락커 경로
악성코드를 실행할 경우 자신을 숨기기 위해 "wuapp.exe", "svchost.exe" 등 윈도우 정상 프로세스를 실
행하고 악성코드를 인젝션한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모네로(Monero) 코인 채굴을 시작한다.
[Comand line]
C:\Windows\System32\wuapp.exe -o monerohash.com:3333 -u (지갑주소) -p x

-v 0 -t 1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대표진단명 Trojan.Win32.BitCoinMiner

작성자 : IAM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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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 반도를 타깃으로 하는 File Spider 랜섬웨어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발칸 반도를 대상으로 File Spider 랜섬웨어가 스팸 메일의 첨부 파일로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최근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바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를 대상으로 File Spider 랜섬웨어가 스팸 메일의
첨부 파일로 유포되고 있다. 스팸 메일에는 악성 워드 매크로 문서가 포함되어있으며 매크로 실행 시
파워쉘 스크립트가 동작하여 파일 dec.exe와 enc.exe가 다운로드된다.

[그림 1] 악성 워드 매크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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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TOP
%UserProfile%\AppData\Roaming\Spider에

다운로드된다.

dec.exe는

decryptor GUI로 enc.exe가 암호화를 마칠 때까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

[그림 2] 파일 dec.exe와 enc.exe 생성 모습
해당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가 끝나면 파일 확장자를 ‘.spider’로 변경한다. 암호화 대상 파일 중에는
확장자 '.hwp'도 포함되어있다.

[그림 3] 파일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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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암호화가 완료되면 %UserProfile%\AppData\Roaming\Spider에 files.txt 파일과 5p1d3r 파일이 생
성된다. files.txt 파일에는 암호화 되기 전의 원본 파일의 경로가 기록된다.

[그림 4] 파일 files.txt와 5p1d3r 생성 모습
랜섬웨어 감염 사실과 함께 토르 지불 사이트와 토르 사이트 로그인에 필요한 ID 코드, 복호화 키에
대해 안내한다.

[그림 5] 감염 사실을 알리는 페이지
피해자가 토르 사이트로 이동해서 ID 코드를 적은 뒤 로그인하면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한 비트코인 지불
방법이 적혀 있는 Decryptor 페이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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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ecryptor
금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발칸 반도를 대상으로 스팸 메일의 첨부 파일로 유포되었다. 향후 국내를 대
상으로 유포될 수 있으니 국내 사용자들도 스스로 중요 문서에 대한 백업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대표 진단명 Trojan.Win32.Ransom

작성자 : p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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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일 계정으로 대량 유포된 악성코드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수백 건의 국내 포털 메인 계정으로 자극적인 메일 제목과 함께 PC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유포되
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국내 사용자 수백 명에게 '사진 유출'이라는 자극적인 메일 제목과 함께 첨부
파일로 유포되었다.

[그림 1] 대량 유포중인 악성코드 메일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확인부탁드려요.egg"으로 압축되어있으며 실제 운전 면허증을 스캔한 "전하영입
니다.jpg" 파일과 악성코드인 "증명사진.exe"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증명사진.exe" 파일은 사진 모양의
아이콘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실행 시 정상 프로그램인 "네트워크 셸(netsh.exe)"이 동작하고 숨김 속성으
로 변하게 된다.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사용자의 PC 정보를 탈취하여 "명령제어(C&C)" 서버로 전송
하고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원격 제어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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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첨부 파일에 포함된 악성코드
금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메일 제목으로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사망한 한국 유명한 아이돌의 마지막 영상 및 유서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해커에 의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좀비 PC로 전락할 수 있
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대표 진단명 Backdoor.Win32.S.Agent

작성자 : p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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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위험하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상
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는 해커들에게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먹잇감이
늘어난다는 뜻과 같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해만 4차례 해킹을 당해 큰 이슈가

보안 컬럼
빗썸 해킹 사건
지난 6월 30일, 빗썸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 71만 명의 3% 정도인 3만 1000여 명의 개
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해커가 고객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
스피싱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다.

되었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안이 아직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
폐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거래
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어느 가상화폐 거래소가 안전한지에 대
한 객관적인 지표도 없어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어느 거래소
에 믿고 맡길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
다.
본 칼럼에서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거
래소 해킹 사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야피존(현 유빗) 해킹 사건
지난 4월 22일, 야피존은 공지를 통해 새벽 2~3
시 사이에 해커의 공격으로 4개의 코인 지갑이
탈취 당했다고 알렸다. 총 피해 규모는 3831비트

[그림 2] 빗썸 홈페이지의 해킹 공지
코인이즈 해킹 사건
지난 9월 23일, 코인이즈 서비스의 코인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21억 원어치가 해커에 의해 탈취
당했다. 이는 국내에서 4월 야피존 해킹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해킹 사건이다.

코인, 한화로 약 55억 원으로 이는 야피존이 보유
하고 있는 회원의 총자산의 37.0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 3] 코인이즈 홈페이지의 해킹 공지
[그림 1] 야피존 홈페이지의 해킹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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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빗 해킹 사건
지난 12월 19일, 야피존은 4월 첫 해킹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고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 상호를
‘유빗’으로 이름만 바꿔 영업을 이어나가다 또다시
해킹을 당했다. 이로 인해 유빗은 전체 자산의 17%
를 탈취 당했으며 현재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70억 원으로 4
월 해킹 사건 피해 금액의 약 3배이다.
[그림 5]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식
(출처 : 조선일보)

국정원은 거래소 직원들의 PC와 스마트폰을 감염
시킨 이메일을 추적한 끝에 다수의 북한 IP 주소
를 발견하였고 이번 해킹 사건에 사용된 악성코드
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아온 해킹그
룹 래저러스(Lazarus)의 코드와 동일한 것으로 확
[그림 4] 유빗 홈페이지의 해킹 공지

인하였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따른 제재로 외화벌이
가 어려워져 사이버 활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 모든 해킹 사건들은 해커가 거래소 직원에게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안에

미모의 여성 사진이 담긴 입사지원서로 위장한 메

취약한 가상화폐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을 발송하거나 SNS를 통해 친구를 맺은 뒤 메

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발 사이버

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각종 정보를 빼내거나 파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을 보내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들

내년에는 거래소를 노린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라

이 보낸 이력서와 입사지원서는 실제 인물의 개인

거래소 상담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내부 시스템을

정보를 도용해 만들어져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

침입하는 등 각종 시도가 빈번해지지 않을까 싶다.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불어 해커가 사용한 악

더불어 거래소 자체를 노리는 공격이 증가하고 거

성코드들은 백신에 탐지되지 않을뿐더러 사용자가

래소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도 등장할 것으로 추정

PC를 쓰지 않는 시간에 활동하여 쉽게 눈치 채기

된다.

어려웠을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사람들

앞서 살펴본 국내에서 4~12월에 발생한 가상화폐

의 유휴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들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는 로또 당첨보다 큰 수익을 달성하게 해주는 투

확인되었다. 이들은 당시 총 한화 76억 원어치의

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투자보다

가상화폐를 탈취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

는 도박에 가깝다. 기업 정보에 기반을 둔 주식

여 현재 가치는 9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투자와는 달리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국내 가상화
폐 거래소 해킹 사건 사례들처럼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가상화폐를 탈취 당했을 경우 코인을 구매한
고객들 역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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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이다. 보안에 철저
한 거래소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고객들의 과도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코인을 한 거래소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 두 군데
이상으로 안전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
다고 생각한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아야 한다.

작성자 : p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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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와 VBA 그리고 악성코드..
매크로 란?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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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게 숨기는 등 의 간단한 형태로 난독화
를 진행하여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받는 URL을 바
로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작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용자의 편리성
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어셈블리 언어, 마이크
로소프트 워드, 엑셀 등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VBA 란?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의 약자
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베이직의 구현과 관
련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으며 개발자
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구축하게 할 수도 있
고 특정한 과정을 자동화하고 Win32와 다른 낮은
수준의 기능을 DLL들을 통해 접근한다.
매크로 악성코드는 처음 발견된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웹 변조, 취약점

[그림 2] 매크로 악성코드 1

공격 등의 방법을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기 시작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
러다 현재 다시 활발히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고
있다. 왜 매크로를 통해 배포를 하는 것인가? 이
유는 간단하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
회공학 기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사용자로 하여금
실행 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악성 행위
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매크로 악성코드 2
최근 유포되고 있는 매크로 악성코드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폼 변수 활용, 많은 수의 코드와
[그림 1] 꾸준히 발견되는 매크로 악성코드

모듈 사용 등 상당히 복잡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에서는 실제 유포되었던 악성코드를 통해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창기에는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비교적 쉬운
형태의 난독화를 통해 악성 행위를 숨기고자 하였
다. 쓸데없는 주석을 추가하거나 문자열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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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음 ‘SSView’ 툴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
으며 Stream 별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림 4] 매크로 악성코드 3
이처럼 매크로 악성코드는 분석가가 쉽게 파악하

[그림 7] SSView Tool

지 못하도록 점점 더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물
론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가상 환경에서 동적 분석
을 하게 되면 사용되는 변수 값과 동작 흐름, URL,
전체적인 행위 등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무료 툴을 이용하여 간단히 매크로 코
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OfficeMalScanner’ 툴은 [그림 5]와 같이 Office

OLE 형태의 파일을 조금 더 강력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파이썬 기반 ‘oledump’ 툴이다. 덤프, 문자열
체크, VBA 코드 체크, yara 사용 등 다양한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파일 내부에 VBA 매크로 코드가 존재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매크로 코드가 확인되면 코드 존재
여부와 함께 코드를 파일 형태로 출력한다.

[그림 8] oledump Tool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
는 스트림과 해당 VBA 코드를 볼 수 있다.
[그림 5] OfficeMalScanner Tool
다음으로는 Office 파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OffVis’ 툴이다.

[그림 6] OffVis Tool
구조와 함께 VBA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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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을 것 같다.

작성자 : BDZ

[그림 10] oledump 매크로 코드 덤프
‘olevba’는 ‘oledump’와 같이 코드 덤프가 가능하
며 추가로 의심이 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결과물을 보여 준다.

[그림 11] olevba Tool
이 외에도 OLE 매크로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툴은 다양하다. 필자도 [그림 2], [그림 3]과 같이
OLE 매크로 분석 툴을 만들어 입맛대로 사용 중
이다.
지금까지 매크로 코드 변천사와 정적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툴을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매크로 코
드뿐만 아니라 DDE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한 공
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매크로 코드를 포
함하고 있는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
하여 또 다른 방식의 문서 파일을 유포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에도 문서 파일을 이용한 공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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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XMR)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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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XMR)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개요
최근 발견된 모네로(XMR)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는 2016년 12월부터 유포된 비너스락커 조직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유포하고 있다. 이메일 본문은 유창한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실행을 유도한다. 이 조직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거래, 이력서, 개인정보
유출, 이미지 도용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모네로 채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악성코드명

유포시기

유형

VenusLocker

2016.12 ~ 2017.05

랜섬웨어

AutoCryptor

2017.05

랜섬웨어

Imminent RAT

2017.08

원격제어

Monero Miner

2017.11~ 현재
(2017.01.03 기준)
[표 1] 비너스락커 조직의 주요 악성코드 현황

[그림 1] 악성코드 동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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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악성코드 실행 과정 (Malware1.exe)
공격자는 국내 표적에 따라 한글로 작성된 이메일 본문과 악성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한다. 첨부파일
(.EGG)에는 숨김 속성을 가진 악성코드(.EXE)와 악성코드 실행을 유도할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악성 이메일 및 악성코드 실행 과정
바로가기 파일의 경우 기존 비너스락커 조직이 사용한 형태와 동일하다.

[그림 3] 모네로 채굴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된 바로가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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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파일 실행 시 숨김 속성을 가진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해당 악성코드는 델파이(Delphi) 코드로
제작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실행시켜 메인 악성코드를 인젝션하여 메모리에서 동작하게 한다.

[그림 4] 메인 악성코드 인젝션
공격자들은 2017 년 12 월 12 일부터 닷넷(.NET) 기반 인젝터 악성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악성코드는
기존 비너스락커에서 사용했던 페이로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림 5] 닷넷 기반 인젝터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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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악성코드 (Malware2.exe)
메모리에 인젝션된 메인 악성코드는 현재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여 특정 플래그 값을 변경한다. 이후
특정 뮤텍스를 생성하여 중복실행을 방지한다.
- 뮤텍스 값 : 54b220f4544a7115f31b

[그림 6] 시스템 버전 확인 및 플래그 값 변경

[그림 7] 뮤텍스 생성
특정 루틴으로 모네로 채굴에 사용되는 문자열을 디코딩한다.
- XOR KEY : 0125789244697858 (0x30313235373839323434363937383538)

[그림 8] 특정 문자열 디코딩

[그림 9] 문자열 디코딩 전/후 비교
악성코드는 특정 플래그 값에 따라 인젝션 대상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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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젝션 대상 프로그램 선택 및 확인
이후 특정 플래그 값에 따라 인젝션할 바이너리(상용 채굴 프로그램)를 선택하여 위의 XOR 루틴으로
디코딩한다.
- x64 : Trojan.Win64.S.XMRigMiner.338944
- x86 : Trojan.Win32.S.XMRigMiner.373760

[그림 11] 인젝션 바이너리 선택 및 디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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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젝션 바이너리 디코딩 전/후 비교
특정 폴더를 자기자신을 생성하고 윈도우 시작 시 자동실행을 위해 레지스트리 Run에 등록한다.
- 경로 : C:\Users\(사용자계정)\AppData\Local\AIMDKitteh\mymonero.exe

[그림 13] 특정 경로에 파일 생성

[그림 14] 자동실행을 위한 레지스트리 등록
해당 악성코드는 위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용 채굴 바이너리를 인젝션한다. 이후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감시하며, 사용자가 작업관리자(taskmgr.exe) 실행 시 인젝션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작업관리자 종료 시 다시 인젝션하여 채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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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자동실행을 위한 레지스르리 등록

[그림 16] 인젝션 프로그램에 특정 인자 값을 넣고 실행
-o monerohash.com:3333 -u
46Zec4TjZeveekX4NdqdedURbjC7YitGn7sY4gQBcCCvEC3wVRrHPf7AZmammrpyfcAp3833Pfz
Af2igq2fRDzLnU3ejx8g -p x -v 0 -t 1
[표 2] 채굴에 사용되는 실행 인자 값

작업관리자(taskmgr.exe) 실행 확인 루틴

인젝션 프로세스 종료 루틴

[표 3] 작업관리자 탐지 및 인젝션 프로세스 종료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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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작업관리자 실행 전/후 모네로 채굴 프로세스 비교

[그림 18] 공격자의 모네로(XMR) 채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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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국내외를 비롯해 모네로 채굴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비너스락커 조직이
모네로 채굴을 위해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조직의 움직임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채굴형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CPU 혹은 GPU 의 기능을 최대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속도 저하와 많은 전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열람을 자제하고 첨부되어있는 압축파일(.EGG 등)을 풀 경우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성자 :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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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도(NKPrayer) 악성앱 주의
최근 한국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피싱
이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1월 초에 접수된 북한기도 악성앱은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방이 보낸
URL이나 앱 설치파일을 통해 설치하게 된다. 해
당 악성코드는 '북한기도'라는 앱으로 위장하여
배포되고 있으며 단말기에 설치되면 상대방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
하여 C&C로 전송한다.
북한기도 앱을 실행하면 Overlay를 이용하여 특

[그림 4] aaa 파일 설치

정 광고를 강제로 최상 뒤에 띄운 뒤 사용자 몰
래 인증 되지 않은 앱을 설치한다.

assets/bbb 파일을 설치한다.

[그림 1] 악성 앱 아이콘

[그림 2] 특정광고 화면
[그림 5] bbb 파일 설치
특정 광고가 끝나면 [그림 3]과 같은 화면을 보
여준다.

bbb.apk 파일은 정상 통화 녹음 앱의 코드를 일
부 수정해서 리패키징한 파일이다.

[그림 6] 아이콘 숨기기

[그림 3] 북한 기도에 관련된 문구
assets/aaa 파일을 설치한다.

[그림 7] 실행시 앱 종료
aaa.apk 파일은 기기 정보를 탈취하고 C&C로부
터 DEX파일을 다운받아 메모리에 로딩한 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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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킨다.

[그림 8] 계정 정보 탈취

[그림 11] dex파일 받을 정보 다운
C&C로부터 받은 cmd12.dex파일을 DexLoader를
통해 메모리에 로딩한 뒤 실행한다.

[그림 9] 기기정보 탈취

[그림 12] 다운 받은 DEX파일 실행
C&C로부터 custom.dex 파일을 다운 받은 뒤 실
행한다.

[그림 10] 앱 리스트 탈취
[그림 13] custom.dex파일 다운 및 실행

서버로부터 Command 번호와 cmd[번호].dex를
저장할 경로, yandex 토큰 정보를 받아온다.

cmd12.dex 파일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탈취
한다. (현재의 카카오톡 버전은 탈취가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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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현재 위치 정보 탈취

[그림 15] 카카오톡 대화내용 탈취
custom.dex 파일에서 개인 정보를 감시하고 탈
취한 뒤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9] 전화 기록 탈취

[그림 16] 녹음

이번에 발견된 북한 기도 앱은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며, 메신저를 통해 전파될 경우 사용자가
쉽게 속아 넘어가서 설치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모르는 URL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바일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모바
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자 : HW

[그림 17] SMS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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