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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대 블랙마켓 시대를 맞는다.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 폐쇄 후 다크웹 블랙마켓 시장 동향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에서는 해적왕이라 불리던 ‘골 D. 로저’의 선언으로 인해 보물 ‘원피스’를 차지
하기 위한 대해적시대가 시작된다. 얼마 전 다크웹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볼까 한다.

[그림1] 대 해적 시대의 막을 연 해적왕 골 D. 로저
대 블랙마켓 시대의 서막
2014년 9월에 개설된 ‘알파베이(AlphaBay)’는 2017년 무렵에는 3대 블랙마켓에 들어갈 정도로 큰 인기
를 누리고 있었다. '먹고 튄다'라는 사기를 뜻하는 먹튀가 만연하는 블랙마켓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도입
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중개를 맡아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이후 이 서비스 방식은 블랙마켓의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
지만 규모가 커진 만큼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하기는 힘들어졌고, 2017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오
랜 추적에 발목이 잡히고 만다. 급기야 7월 5일에는 사이트 운영자인 ‘알렉산드르 카제스(Alexandre
Cazes)’가 태국에서 검거되고, 이후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카제스는 12일 감옥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미 카제스로부터 서버의 위치와 관리자 계정, 암호
등을 실토 받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알파베이의 서버는 그렇게 미국 연방 수사국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그림 2] 태국에서 검거된 알렉산드르 카제스, 두대의 고급 차와 다수 고급 주택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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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각 네덜란드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많은 국가가 블랙마켓에 골머리를 앓고 수사하
고 있다지만 네덜란드는 그 중에서도 블랙마켓 추적에 많은 지원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들은 네
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3대 블랙마켓 중 하나인 ‘한사 마켓(Hansa Market)’을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었다. 보안업체인 ‘비트디펜더(BitDefender)’의 협력을 얻은 네덜란드 경찰은 마침내 한사 마켓 개발자
서버에 액세스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서버에 저장된 채팅 로그는 모두 익명화되어 있었고 거래내역도
추적하기에는 역부족인 내용뿐이었다. 이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기보단 이용하기로 계획하며 서버를 주시
하였고, 결국 개발자의 실수로 노출된 사이트 운영자 두 명의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 로그를 포착하게
된다. 두 용의자는 때마침 독일 당국에 검거되어 불법 전자도서와 오디오북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독일 경찰의 협력을 받은 네덜란드 경찰은 한사 마켓 서버의 위치와 관리자 계정을 얻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시너지를 일으켜 대 블랙마켓 시대의 포문을 여는 이벤트를 일으키게 된다.
블랙마켓은 국제 공조 수사가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위 두 소식은 양측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전을 펼치게 해준다. 이른바 ‘Operation Onymous’라고 불리는 작전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마약 판매
자, 소지자, 구매자들이 검거된다. 작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측에서 알파베이의 서버를 다운시킨다.
업계 2위라고도 할 수 있던 알파베이의 서버 다운은 블랙마켓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른바 수많
은 사이버 난민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마켓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알파
베이 다음으로 인기를 누리던 한사 마켓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의 사이버 난민이 몰려들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날 하루만 약 5,000명의 사용자가 한사 마켓에 신규 가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사 마
켓의 서버는 이미 네덜란드 경찰에 개조 당한 상태였고 이들이 가입할 때 적은 주소 등의 개인정보들은
모두 암호화되지 않은 채 서버에 저장되었으며 업로드 한 사진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시스템도 기능을 정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모두 경찰에게 마킹되었다.
블랙 마켓은 판매자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개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최고위급 판매자 수십 명의 정보가 노출되어 체포되었고 약 1,200비트
코인이 압수되었다. 수사당국의 성과로 업계 2위와 3위 마켓은 몰락하게 되고 그만큼 엄청난 수의 사이
버 난민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을 차지하기 위한 시장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것이 대 블랙마켓 시대의
시작인 것이다.

[그림 3] Operation Onymous로 폐쇄된 한사 마켓과 알파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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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마켓 전국시대 개막과 흥망성쇠
7월의 사건, 일명 ‘Operation Onymous’로 인해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의 사이트에 국제 공조 수사단의
경고문이 게시된다. 이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아직 게시되어있다. 업계 2위와 3위 마켓이 동시에 몰락
이라는 전례가 없는 대사건으로 대부분의 사이버 난민은 업계 1위라 할 수 있는 드림마켓으로 흘러 들
어가지만 많은 중소 마켓들 역시 기회를 얻게 된다. 정말 많은 마켓들이 이 시기에 많은 점유율을 확보
하여 흥하고 망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2대 마켓의 몰락 후 가장 큰 인기를 얻은 마켓은 바로 ‘트레이드 루트(The Trade Route)’이다. 트레이드
루트는 2017년 7월 사건 이후 사이트 활성화 지수 점유율을 99.63%나 찍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마켓이었다. 하지만 앞서 몰락한 두 사이트를 의식해서일까? 2017년 10월, 사이트가 해킹 당하자 운영자
는 돌연 거래를 위해 입금되어있던 판매자와 구매자의 모든 자금을 빼돌리고 사이트를 내려버린다. 계
좌 추적 결과, 사이트를 내리기 직전까지 약 1,760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
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에도 조금씩 빼돌린 정황도 발견됐는
데 그 양만 무려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림 4] 트레이드 루트의 로고와 운영자가 먹튀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
마찬가지로 인기가 빠르게 상승한 마켓 중에는 핀란드를 기반으로 하는 ‘발할라(Valhalla)’가 있다. 발할
라는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 몰락 직후 유입된 사이버 난민으로 인해 반짝 특수를 누리게 되어 급성장한
마켓의 대표주자이다. 이들은 7월 이후 Top 5 마켓에 올라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갑
자기 거대해진 마켓 규모를 따라갈 수 없었던 운영자들은 결국 핀란드 세관에 잡혀 8월 사이트가 다운
된다. 핀란드 당국은 발할라 운영자들을 체포하였으며, 사이트를 이용했던 사용자 수백 명도 조사 중이
라고 밝혔다. 이는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이 몰락한지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으로 가히 삼일 천하라고 할
만하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마켓들이 급격한 유저 유입을 견디지 못하거나 과도한 운영 실패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위처럼 망한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7월 사건, 즉 ‘Operation Onymous’의 특수를 제대로 누린 마켓들도
존재한다. 애초부터 몰락한 두 마켓과 함께 3대 마켓으로 자리잡고 있던 드림마켓은 알파베이가 쓰던
공급업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를 키웠고, 2017년 10월, 본지 칼럼에서도 소개한 바 있던 실크로드
3.1은 실크로드의 잦은 몰락으로 인해 잃었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그 와중에 떠오르는 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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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같은 ‘월스트리트 마켓(Wallstreet Market)’과‘포인트 마켓(구 Tochka)’가 출현한다.
월스트리트 마켓은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혁신적인 판매자 평가 시스템을 가졌다고 알려진 신
흥 성장 세력이다. 다른 마켓들이 마약 거래에 주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월스트리트 마켓은 디지털 제
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차별성(그렇다고 해도 거래 품목 절반 넘게 마약이다)을 가졌다. 또한 신속한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분된 카테고리로 원하는 품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드림마켓, ‘포인트(구 Tochka)’와 함께 3대 마켓으로 분류될 정도로 성장했다.

[그림 5] 세분화 된 카테고리와 판매자 등급으로 인기인 월 스트리트 마켓
‘Tochka’는 2015년에 오픈한 마켓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인스턴트 트레이드 방
식을 사용하여 타 시장에서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깔끔한 거래 시스템으로 인기를 누리던 마켓
이었다. 하지만 ‘Operation Onymous’ 이후 이름을 ‘포인트 마켓(Point Market)’으로 바꾸고 업체 검증 프
로세스를 새롭게 도입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판매자만 물품을 올릴 수 있도록 보안정책을 바꾸었고 사
이트 보안 역시 강화하여 인기 마켓 반열에 오르게 되며 지금은 3대 마켓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기존
사용자들은 익명성을 해치고 물품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며 비난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반대로 점유율은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 폐쇄가 블랙마켓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더욱 철저한 보안
을 요구하는 심리를 가지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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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레벨화시킨 판매자 등급과 깔끔한 거래 방식으로 인기인 포인트 마켓
결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블랙마켓을 억제할 수 있을진 몰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기는 어렵다. 불
법적인 거래를 하는 범죄자들에겐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나 온라인으로 거래하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똑같고,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 블랙마켓 시대를 거치며 자리잡은 지금의 시장 판세
도 언제 뒤집어질지 알 수 없다. 알파베이와 한사 마켓 몰락 후 검거된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수는 눈
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를 다크웹을 통해 공개하던 대학생이
나 아동 음란물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하던 사람이 체포되는 등 경찰의 다크웹 추적 능력은 날로 진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창과 방패, 경찰과 범죄자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유로폴이
다크웹 전담 모니터링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Dark Web Investigations Team, DWIT)’을 신설하여 유럽
사이버 범죄 센터(EC3)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다크웹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되어 앞으로
는 더 쉽게 국제 공조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 블랙마켓 시대의 끝은 과연 몰락의 길로 향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씨로 점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작성자 :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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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누구나 쉽게 알아보는 정보보호관리체계
F-ISMS에 이어 새로운 ISMS-P 등장!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불리는 ISMS는 IT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2002년 최
초로 ISMS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등장했고 2018년 6월 기준 총 831건에 대한 ISMS 인증이 발급되
었다. 인증 획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 컨설턴트의 밥줄이 되고 있는
가운데 ISMS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있지만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하는 마
음에 끄적여 본다. 추가로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에 적용된 F-ISMS와 새롭게 등장한 ISMS-P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해볼까 한다. 물론 쉽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개념과 절차 정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명시
되므로 참고 바란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기업 및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보, 산업 기밀,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자산이 안전하고 신뢰
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로부터 인증받는 국가공인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
한 기업이 현재 보안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판별하고 잘 유지하고 있다면 인증을 해줌으로써 고객들
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유효한 이 제도는 2013년도부터 의무화되어 1 주
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제표준
으로는 ISO/IEC27001이 존재한다. ISMS와 ISO/ICE27001의 경우 인증 기준이 유사하여 일부 기업의 경우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받기도 한다.
세부분류

대상자 기준
(ISP)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

신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IDC)타인의

비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

서비스 등

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서비

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스 등

자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
출액 100억 이하인 영세 VIDC
제외
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쇼핑몰, 포털, 게임, 예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전년

약, Cable-SO 등

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매출액 100억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직전연도12월31일기준으로 재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9

전년도

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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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표 1] ISMS 인증대상자 (출처 : KISA)
그럼 인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그림 1]과 같이 우선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증기관으로
심사 신청을 하면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인증기관은 2인증심사원으로 구성
된 팀을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심사 결과로 결함사항이 도출된다. 신청기
관은 일정 기간 내에 보완조치에 대한 조치와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인증위원회가 개최되고
인증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이 이루어지며 적합을 받으면 대망의 인증서
가 교부된다.

[그림 1] ISMS 인증절차 (출처 : KISA)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초 심사가 이루어진 후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에 대한 사후심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갱신심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F-ISMS와 ISMS-P
F-ISMS는 금융 정보보호관리체계라고 불린다. 금융보안원에서 점검 항목을 개발 후 공개하여 작년부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2018년부터 전면적으
로 적용하게 되었다. 금융권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인 만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전 현황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기존 점검 항목 외 전자 금융거래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추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ISMS-P는 최근에 시행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와 개인 정보보호관리체계

3

PIMS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인증 4PIPL이 만나 하나로 통합되어 2018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보호와 개인 정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인증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 ISMS와 PIMS의 경우 유사 항목을

2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위촉된 자

3

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기

준 만족 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와 활동을 이행하고 일정수준 이상 달성했는지를 승인하는 제도

10

Security Magazine

보안 컬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통합하게 되었다. 변경된 항목은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104개, 86개였던 항목이 통합되어 정보 보안 항목 80개 개인 정보보호 항목 20
개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80개의 정보 보안 항목으로 기존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가로 20
개의 개인 정보보호 항목을 받을 경우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증 준비에 시간이 소
요된다는 점과 시행 이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 인증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 변경된 ISMS-P 인증항목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서 조금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바로 기존에 ISMS, PIMS, PIPL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통합된 인증심사에 대해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다. KISA는 2018년에는 기존 인증심
사원의 제도 간 자격 통합 등만 시행되며 별도의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험은 이루지지 않고 기존 인증
심사원 자격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후에 안내될 기존 인
증심사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현재 ISMS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통합된 ISM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A기업 담당자 : 현재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2번 드는 것도 줄이고
범위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ISMS와 PIMS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범위
라는 것이 ISMS 기준과 PIMS 기준이 다르기에 합쳐졌을 때 그 기준을 잡을 때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있지 않을까?
B기업 담당자 : ISMS와 PIMS를 따로 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항목이 통합됨에 따라 인증 중복 운
영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좋지
만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어봐야 제대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C컨설턴트 : 2개의 사업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컨설팅 업체는 손해는 기존 2개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손해를 보는 느낌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아닐까?
D기업 담당자 : 범위가 크고 자산이 많은 곳은 우리가 왜 그렇게 큰돈을 주면서 ISMS를 받아야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고로 형식적인 장점만 있을 뿐 ISMS-P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 않
는다.
일부 담당자를 제외하면 인증 통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인증 제도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의 경우 인증을 받고 나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사후심사도 단기적으로 준비할 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ISMS 인증에 대한 개선 방안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작성자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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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모바일은 안전한가!?
모바일 악성 앱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 악성 앱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은 모바일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 사례나 언론 보도가 많이 없어서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실
제로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인에게 물어보면 ‘없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일 것이다. 스미싱은
통신사에서 대부분 필터링 되며, 행여나 받더라도 무시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악성 앱으로부터 안전한가? 이미 스미싱으로 악성 앱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고 [그림 1]을 보면 명백히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 금융권을 타깃으로 하는 악성 앱
악성 앱 배포 방식
악성 앱 유포 방식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흥미를 이끌만한 인기 있는 앱에
악성코드를 심어 리패키징하여 스토어에 등록하여 배포하는 방식이다. 특히 블랙마켓이나 서드파티 마
켓과 같은 공식 마켓이 아닌 곳은 내부적으로 악성 앱들을 필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 바운스를 통해 악성 앱을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하여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
하지만, 그것 또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림 2] 서드파티 마켓에 올라온 앱
두 번째는 스미싱을 통한 배포이다. 주로 택배나, 숨은 예금 찾기 등의 메시지로 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 앱을 설치한다. 스미싱 외 다른 유사한 피해 사례로는 몸캠 피싱이 있다. 피싱 과정에서 고품질의
영상 촬영을 위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설치 시 피해자의 주소록 정보를 탈취한
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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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미싱을 통한 악성 앱 배포
악성 앱 종류
악성 앱이 설치되면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타깃을 타게팅 하여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
한다. 대표적으로 NKPrayer나 BloodAssistant 같은 스파이웨어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4]의 스파이웨어
는 탈북자를 타깃으로 하는 악성 앱이며, C&C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녹음, 현재 위치정보, 주소록, 전화
기록 등을 탈취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4] NKPrayer 악성 앱 실행 화면
모바일에도 랜섬웨어가 존재한다. 패스워드를 변경한 뒤 화면 잠그거나 오버레이를 이용하여 화면을 강
제로 가리는 방법, SD카드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다음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단말기이며, QQ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요구한다. 해당 메신저를 통해 금전거
래가 이루어진다.

[그림 5] 랜섬웨어 감염된 단말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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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 몰래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여 모네로 코인을 채
굴하는 악성 마이닝 앱 또한 급증하였다. 모바일의 경우 PC와 다르게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 마이닝 앱이 동작하는 경우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거나 고장 날 위험이 있다. 아래의 [그림 6]은
모바일 악성 앱 중 Loapi에 감염된 단말기를 보여준다. 과도한 모네로 채굴로 인해 과열되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이미지이다.

[그림 6] 휴대폰 덮개가 변형된 모습(출처: securelist)
광고 클릭을 유도하여 다른 앱들을 설치하거나 유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게끔 하는 애드웨어 부류의 악
성 앱 또한 존재하며 특히 사용자 동의 없이 많은 앱들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 창을 띄우므로 굉장히
성가신 악성 앱이다.
악성 앱 예방법
2018년 1월 구글 버전별 사용자에 따른 통계를 보면 Nougat(버전:7.0, 출시일:2016-08-22)가 출시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Lollipop(버전:5.0, 출시일:2014-10-16)이나 심지어 Kitkat(버전:4.4, 출시
일:2013-10-31)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악성 앱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맞게 구글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 또한 취약
점이나 결함 등을 패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OS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 구글에서 제공한 플랫폼 버전별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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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받을 때는 신뢰할 수 없는 블랙마켓이나 서드파티 마켓보다는 구글 스토어 마켓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앱의 평점이나 댓글을 통해 해당 앱의 유해성을 유추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그림 8] 앱들의 댓글과 평점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된 스토어에서 검증된 앱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모바일 백신을 설치해서 주기적
으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작성자 :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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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플랫폼을 이용한 완벽한 피싱
개요
올해 봄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로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단순
스미싱을 통해 악성 apk을 배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해당 URL에 PC를 통해 접속하였을 경우, PC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과 PC에 각각 감염시키는 악성코드는 서로 다른 동작
을 하고 있다.

[그림 1] 악성코드 배포 과정

모바일 악성코드 (cont.apk)
스미싱으로 받은 URL을 클릭하거나, 해당 URL 을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게 되면 아래의
악성코드를 다운받아 설치하게 된다. 설치된 악성코드는 문자 내역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탈취하고
있다.
(1) 악성 앱의 패키지명과 버전은 다음과 같다.
- 패키지 이름 : com.insure.cont
- 버전 코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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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위장된 악성 앱의 아이콘
(2) 악성 앱이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악성앱이 요구하는 권한
android.permission.READ_PHONE_STATE
android.permission.INTERNET
android.permission.BLUETOOTH
android.permission.RECEIVE_SMS
android.permission.READ_SMS
android.permission.RECEIVE_BOOT_COMPLETED
android.permission.READ_EXTERNAL_STORAGE
android.permission.WRITE_EXTERNAL_STORAGE
android.permission.RECORD_AUDIO
[표 1] 앱의 요구 권한
(3) 단말기 정보를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 DeviceID, IMSI, 전화번호 탈취

[그림 3] 단말기 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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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S을 탈취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4] SMS 탈취
(5) 통화내역을 녹음한다.

[그림 5] 통화 내역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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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켓통신을 통해 서버와 통신을 한다.

[그림 6] 서버와 통신

PC 악성코드
수신된 문자열을 PC를 통해 접속한 경우, 안랩으로 위장되어있는 악성코드를 다운받아 온다. 해당
악성코드는 위장된 팝업을 띄우며, 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7] PC 유포 악성코드 도식도
PC Malware_1 : ahnlab.exe
(1) 악성코드 실행 시 실행된 위치에 숨김 속성으로 파밍 악성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한다.
생성 파일 : (실행된 위치)\Joertnalozx.exe

[그림 8] 파밍 악성코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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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V3 서비스로 위장하기 위해 v3 서비스 팝업창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실행한다.

[그림 9] 위장 악성코드 생성

[그림 10] 안랩으로 위장된 악성코드가 생성한 팝업
(3) ASD 서비스가 사용하는 서버의 주소를 구글 DNS 주소로 질의한다.
(4) 이후 gms.ahnlab.com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대역폭으로 감염된 pc의 ip를 변경한다.
(5) 감염된 PC의 IP를 지속적으로 ASD 서버의 주소로 변경하여 AD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ADS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루프백으로 연결되어 파일 진단 정보를 받아올 수 없도록 만든다.

[그림 11] ADS 서비스 IP가 변경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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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한 파밍 악성코드가 시스템 부팅 시 마다 동작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 등록한다.
- 레지스트리 키 :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 이름 : MNXiore4blx

값 : (실행된 위치)\Joertnalozx.exe

[그림 12] 레지스트리 등록
(7) 이후 자가 삭제한다.

[그림 13] 자가 삭제 프로세스 실행
PC Malware_2 : Joertnalozx.exe
(1) 중복 실행 방지를 위해 특정 뮤텍스를 생성한다.
- 뮤텍스 값 : M_Test

[그림 14] 뮤텍스 생성
(2) 중국 SNS 서비스 pengyou에 패킷을 보내 C&C 서버 주소를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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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주소 : r.pengyou.com
- 응답 받은 C&C 주소 : 191.*.*.217

[그림 15] C&C 주소를 받아오기 위한 연결

[그림 16] 연결 후 다운받아온 C&C 서버 주소
(3) 응답받은 서버에 연결하여 자동구성 스크립트 코드를 받아온다.

[그림 17] 난독화된 스크립트
(4) 이후 인터넷 옵션의 자동 구성 스크립트 사용을 허용하고 스크립트가 등록된 페이지를 등록한다.
- 자동 구성 스크립트 주소 : 127.0.0.1:1157/(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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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자동 구성 스크립트 등록

[그림 19] 자동 구성 스크립트 설정
(5) 스크립트 내에 암호화된 사이트들을 저장하고 저장된 사이트에 접속이 확인되면 파밍 페이지로
연결한다.

[그림 20] 암호화된 URL 리스트
(6) 서버에서 받아온 스크립트에 오류가 존재하여 정상적으로 파밍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림 21] 괄호 오류로 인한 리턴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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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정의되지 않은 함수 사용
(7) 정상적인 스크립트가 등록되는 경우 사용자가 특정 URL 에 접속 시 파밍 사이트로 이동한다. 해당
파밍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의 금융 정보를 탈취한다.
결론
공격자들은 효율적인 악성코드 배포를 위해 접속한 웹 브라우저를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취약점을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배포해 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접속 단말의 플랫폼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악성코드를 배포하고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함부로 접속하지 말아야 하며, 완벽하게
안전한 웹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성자 : HW,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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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fee SiteAdvisor 위장 악성코드
개요
올해 초에 맥아피 프로그램인 SiteAdvisor를 위장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생성 파일명과, 파일의
아이콘이 맥아피 프로그램으로 위장되어 있으며, 실행 시 버전이 낮거나 제대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SiteAdvisor 설치에 실패했다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등의 행위를 보아 나름 정상 프로그램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코드 내에 존재하는 암/복호화 루틴은 특정 조직에서
자주 쓰이는 루틴이였다. 생성되는 파일들은 아래 도식도의 순서대로 악성 행위를 하며 C&C의 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악성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백도어 악성코드이다.

[그림 1] 악성코드 실행 과정

Malware.exe
맥아피 설치 프로그램을 위장한 악성파일들을 드롭한 후 실행시킨다.
(1) BIN 리소스는 총 네 가지의 식별자(0x67, 0x69, 0x6A, 0x6B)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BIN 리소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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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N 리소스 식별자가 0x6B 인 데이터는 0x248 사이즈만큼 XOR 복호화 연산을 취한다.
- 리소스 영역 식별자 종류 : 0x67, 0x69, 0x6A, 0x6B
- XOR 키 : 0x64

[그림 3] XOR 연산

[그림 4] 복호화 전(위)/복호화 후(아래)
(3) 중복실행 방지를 위해 뮤텍스를 생성한다.
- 뮤텍스명 : uksejtyaosljadmirncmyx

[그림 5] 뮤텍스 생성
(4) BIN 리소스 식별자가 0x67, 0x69, 0x6A 인 데이터는 각 파일로 생성된다.
- 파일 생성 경로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Wmi Player
- ID : 0x67 : siteadv.exe
- ID : 0x69 : siteadv.dll
- ID : 0x6A : ok.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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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렉토리 및 파일 생성
(5) 드롭한 파일 중 siteadv.exe 을 실행시킨다.
- 실행 인자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Wmi Player\siteadv.exe
install_and_del ok.obj “[실행된 자기 자신의 경로]\[실행파일명]”

[그림 7] 프로세스 실행

siteadv.exe
Malware.exe 에 의해 실행되는 파일이며 맥아피 보안제품인 McAfee SiteAdvisor 프로그램을 위장한
파일이다.
(1) siteadv.exe 는 같은 경로에 있는 siteadv.dll 의 main 함수를 실행시킨다
- 실행 인자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Wmi Player
\siteadv.dll", main [실행 시 넘겨받은 인자]
※ 여기서 “install_and_del, ok.obj, [실행된 자기 자신의 경로]\[실행파일명]” 값으로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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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iteAdv.dll 의 main 함수 실행
(2) 실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설치 실패 메시지를 띄워 정상 보안제품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림 9] windows 2000 이하일 시 메시지 박스

[그림 10] siteadv.dll 없을 시 메시지 박스
siteadv.dll
ok.obj를 복호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매핑시켜 악성 행위를 하는 악성코드이다.
4 가지 인자에 따라 행위가 조금씩 다르게 실행된다.

[그림 11] 인자 별 행위
29

Security Magazine

악성코드 상세분석

인자

행위

install

레지스트리 등록 및 실행

run

함수 실행

mrun

메모리에서 실행

install_and_del

복호화 후 함수 실행
[표 1] 인자 별 행위

① Install_and_del(현재 실행된 인자)
(1) BIN 리소스 식별자가 0x65 인 데이터를 복호화하며 이는 Dropper.S.Agent.454656.P 의 식별자 0x6B
리소스 데이터와 일치한다.
- XOR 키 : 0x64

[그림 12] 복호화 후 데이터로 [그림 4]와 일치
(2) 시스템 부팅 시에도 자동 실행이 되도록 siteadv.exe에 대해 레지스트리를 등록한다.
- 키: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 이름: (기본값)
- 값: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Wmi Player
\siteadv.exe mrun ok.obj “실행된 자기 자신의 경로\[실행파일명]”

[그림 13] siteadv.exe 레지스트리 등록
(3) 실행하던 본 파일(Dropper.S.Agent.454656.P)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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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ropper.S.Agent.454656.P 파일 삭제
(4) 읽어들인 ok.obj의 데이터를 복호화하며, 복호화된 데이터는 파일로 생성하지 않고 메모리에
상주하여 실행된다.
(5) “GoogleMailData” 문자열을 0x100 사이즈만큼 반복하여 만든 키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연산에
의해 ok.obj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 키 생성 문자열 : “GoogleMailData”

[그림 15] 복호화 함수

[그림 16] 키 생성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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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데이터 암/복호화 루틴

[그림 18] 암호화된 ok.obj의 데이터 (위) / 복호화 후 데이터 (아래)
(6) 복호화된 데이터가 PE 파일 형태인지 확인 후 데이터의 메인 함수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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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메모리 할당

[그림 20] main 함수 실행
(7) 메인 함수에 리턴 값을 받으면 Load Export 함수로 진입하며 본격적인 악성 행위를 시작한다.

[그림 21] load export 함수
② install : 레지스트리 등록 및 실행
(1) mrun 인자 값으로 레지스트리 자동실행을 등록한다.
- 키 :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 이름 : (기본값)
- 값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Wmi Player
\siteadv.exe mrun ok.obj “실행된 자기 자신의 경로\[실행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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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레지스트리 등록
(2) ok.obj 복호화 후 메모리에서 실행한다. 복호화 과정은 ①에서의 복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23] 복호화된 ok.obj 의 Export 함수 실행
③ run : 함수 실행
(1) ok.obj 의 복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Run 의 다음 인자를 LoadLibrary 후 load 함수를
실행한다.

[그림 24] load 함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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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run : 메모리에서 실행
(1) ok.obj 복호화 후 메모리에서 실행한다. 복호화 과정은 ①에서의 복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25] 메모리에서 함수 실행
Memory : Decrypted_ok.obj
siteadv.dll에 의해 복호화된 ok.obj의 데이터로, 파일로 존재하지 않고 메모리에 상주하여 주요 악성
행위를 한다
(1) load 함수는 무한 반복문으로 지속적인 악성 행위를 한다.

[그림 26] load export 함수 코드
(2) 기존 Proc.dat 파일이 존재할 시 해당 파일에 특정 정보를 암호화 하여 기재한다. [그림 18]과 같은
루틴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만 여기에서의 키 생성 문자열은 “Microsoft”이다.
- 특정 정보 : C&C(19x.xxx.xxx.xx1), 포트번호(443), “HI”, “221954”
- 키 생성 문자열 : Microsoft

[그림 27] C&C 정보(19x.xxx.xxx.x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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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키 생성 문자열 Microsoft

[그림 29] 암호화 루틴을 거친 후 파일에 쓰기

[그림 30] 생성된 Proc.dat 내용
(3) getaddrinfo 에 성공하지 못할 시 dat 파일을 읽어와 복호화한 값을 참고한다.

[그림 31] Prot.dat 파일 복호화
(4) PC 정보에 대해 수집한다.
- 수집 정보 : OS 버전, 하드디스크 용량, 메모리 용량, CPU 정보, MAC 주소

[그림 32] OS 버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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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DD, 메모리 용량 정보 수집

[그림 34] CPU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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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네트워크 어뎁터 정보 수집

[그림 36] MAC 주소 정보 수집
(5) C&C 로부터 명령을 받아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한다.

[그림 37] 명령에 따른 주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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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코드

행위

0x00

siteadv.exe 프로세스 실행

0x17

PC 정보 WriteFile

0x19

반복문 빠져나옴

0x29

특정 DLL 파일의 FuckMe 함수 실행

0x38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0x68

explorer.exe 의 토큰 권한 가져와 avanti.exe 실행
[표 2] 명령코드 및 행위

- 명령코드 0x00 : siteadv.exe 프로세스 실행
경로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Wmi Player\siteadv.exe

[그림 38] siteadv.exe 프로세스 실행
- 명령코드 0x17 : 수집한 PC 정보를 WriteFile

[그림 39] WriteFile
- 명령코드 0x29 : 특정 DLL 에 대해 PE 파일의 형태인지 검사한 후 FuckMe 라는 함수를 실행

[그림 40] PE 파일 검사 및 메모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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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함수명(FuckMe) 검사

[그림 42] FuckMe 함수 실행
- 명령코드 0x38 :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그림 43]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 명령코드 0x68 : EXPLORER.exe 의 토큰 권한으로 avanti.exe 실행

[그림 44] EXPLORER.EXE 에 대한 토큰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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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XPLORER.EXE 권한으로 avanti.exe 실행
(6) 해당 스위치 문이나 반복문을 빠져 나가면 AdobeBak 폴더, 폴더 내 파일, 레지스트리 등을 삭제
하고 같은 경로에 있는 svcdll.dll 파일의 UninstsallSvc 함수를 실행시킨 뒤 행위를 마친다.
- 삭제 폴더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dobeBak\
- 삭제 파일 :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AdobeBak\ 내 모든 파일
- 삭제 레지스트리 : HKCU\Software\Microsoft\Windows NT
\CurrentVersion\Windows\load
- 실행 함수 및 함수 : SvcDll.dll, UninstallSvc

[그림 46] 악성 행위 흔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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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AdobeBak 폴더 삭제

[그림 48] 자동으로 실행되는 레지스트리 경로 삭제 및 특정 DLL 의 Export 함수 실행
결론
본 악성코드의 제작자는 일반 감염뿐만 아니라 “백신사 프로그램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용자들도 속이기 위해 백신사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사용자들은 정상적인
링크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백신 프로그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코드 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암/복호화 루틴도 특정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포 및 전파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더욱 효율적인 감염을
위해, 사용자 모르게 감염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위장하여 나올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악성코드이다.

작성자 : ch2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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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스마트폰이 모네로 채굴기가 될지도 모른다?
개요
마이닝 앱은 이전부터 발견되었지만, 작년부터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마이닝
앱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익명성이 높은 모네로 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닝 앱이 많이 등장하였
다. 그중 ADB.Miner는 2016년에 발견되었던 Mirai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웜
형태로 감염을 가속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한다. 이번 호에서는 ADB.Miner의 유포 방식과 동작
형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SYN 스캐닝을 이용하여 감염시킬 단말기를 검색한 뒤 감염시킬 대상을 찾으면, ADB를 통해 악성 모듈
과 마이닝 앱을 복사하고 실행한다. 악성 모듈과 앱이 실행된 단말기에서도 SYN 스캐닝을 통해 다음 감
염시킬 단말기를 검색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감염을 확산시킨다.

[그림 1] ADB.Miner의 도식도
sss (ELF-ARM)
sss가 메인 파일이며, 실행시 bot.dat 파일을 복호화한 뒤 압축을 해제한다.

[그림 2] bot.dat 복호화 및 압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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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을 풀어서 드랍 되는 파일 목록들이다.

[그림 3] 드랍되는 파일 명
이름

타입

설명

Config.json

Json

Xmirg에 사용되는 설정 값

droidbot

ELF-ARM

무차별 SYN스캐닝

droidbot.apk

Apk

Coinhive를 이용한 모네로 채굴

Invoke.sh

Script

droidbot.apk 설치와 실행

nohup

ELF-ARM

데몬 형태로 프로세스 실행

xmrig32/64

ELF-ARM

모네로 채굴
[표 1] 드랍되는 파일들과 해당 기능

nohup 이용하여 droidbot을 데몬형태로 실행시켜 지속적으로 SYN스캐닝과 모네로 채굴을 시행한다.

[그림 4] droidbot 을 데몬으로 실행
pm명령어를 이용하여 droidbot.apk 파일을 설치하고 am명령어를 이용하여 droidbot.apk 파일을 실행한
다.

[그림 5] invoke.sh 스크립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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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roidbot.apk 설치 및 실행

[그림 7] droidbot.apk 실행 화면
droidbot (ELF-ARM)
droidbot 에서는 SYN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raw 소켓을 연다.

[그림 8] raw 소켓 함수 호출
무차별 SYN스캔을 위해 IP를 랜덤으로 생성한다. 이 코드는 한때 이슈가 되었던 Mirai에서 사용된 코드
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IP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코드(좌: ADB.Miner 우: Mi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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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별로 IP를 랜덤으로 생성하는 코드이다.

[그림 10] 대역별로 IP를 랜덤으로 생성코드 (좌: ADB.Miner 우: Mirai)
랜덤으로 생성된 IP와 5555포트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SYN스캔닝을 한다. 5555포트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ADB 디버깅 인터페이스의 작업 포트임으로 SYN스캔닝 대상이 안드로이드 OS를 가진 기기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SYN스캐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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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YN스캐닝 2
5555포트가 열린 단말기를 찾으면 adb connect를 통해 sss파일과 bot.dat 파일들을 복사한 뒤 실행한다.

[그림 13] adb를 통해 악성 모듈 복사
xmrig 를 실행하여 모네로 채굴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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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네로 채굴
모네로 채굴을 위한 주소와 지갑, 그 밖의 환경 값들이 적힌 설정 파일이다.

[그림 15] 채굴에 사용되는 환경 설정 파일
3. droidbot.apk
invodke.sh 스크립트를 통해 설치된 driodbot.apk 에서는 WebView 를 이용하여 html를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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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WebView 실행
coinhive를 이용하여 모네로를 채굴한다.

[그림 17] 모네로 채굴
결론
최근 아마존 FireTV가 ADB.miner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ADB.miner에 감염되면 웜 형태를 유포
되기 때문에 감염이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빨리 확산되며,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SYN스캐닝의
대상지에 사용되었던 5555 포트는 일반적으로 닫혀 있어야 하는 포트이며, 디버깅 옵션으로만 이용되는
포트이다. 불필요하면 디버깅 옵션은 항상 꺼두는 것이 좋으며, ‘출처(소스)를 알 수 없는 앱’ 옵션을 비
활성화하여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ADB.miner의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작성자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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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월 이달의 TOP
국내 기업으로 위장해 발송되는 이메일 악성코드 공격 주의
돌아온 사탄 랜섬웨어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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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으로 위장해 발송되는 이메일 악성코드 공격 주의
□ 개요
최근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이메일 서명을 도용하거나 위장해 이메일 하단에 서명
을 첨부하고 악성코드와 함께 유포하는 이메일 공격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해당 이메일은 주로 “주문서”, “발주서”, “견적서”, “결제 요청” 등과 같은 제목과 첨부파일로 발송된다. 본
문에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관련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며 특히 하단에는 국내 기업의 정보가 포함
된 이메일 서명이 덧붙여 있다. 이메일 서명이란 주로 이메일 하단에 자신의 소속과 연락처 등을 텍스
트, 이미지 등으로 추가하여 자신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공격자는 국내 기업들의 이메일 서명을 도용
및 위장해 이메일 수신자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림 1] 국내 기업 위장 이메일 악성코드 공격 개요도
압축된 첨부파일에는 주로 문서로 위장한 실행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실행파일을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악성코드는 주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및 원격 접속 프로그램(FTP) 등
의 계정 정보(서버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수집하여 원격에 있는 특정 서버로 전송한다. 공격자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2차 공격에 활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자는 해당 이메일 발송을 위해 국내 포털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메일을 발송하기도 한다.
또한 위장한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는 주로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며, 정부 사이트에서 추출된 이메일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작성자 :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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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사탄 랜섬웨어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국내 웹 서버를 통해 사탄 랜섬웨어가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어 국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이번에 발견된 “사탄(Satan)” 랜섬웨어는 2.1 버전으로 한국어 지원이 추가되며 기존에 국내에 유포되었던
랜섬웨어보다 버전업이 되었다. 사탄 랜섬웨어는 누구나 손쉽게 랜섬웨어를 제작 및 유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이다. 이번에 유포된 랜섬웨어는 한국을 주요 타깃으로 겨냥하여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2017년 11월에 국내에 유포되었던 사탄 랜섬웨어와 동일한 국내 웹 서버를 통해 유포되었다. 당시
사탄 랜섬웨어는 2017년 추석 연휴에 특정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파일을 변조해 국내 사용자 수백 여 명
을

감염시켰던 “올크라이(Allcry)” 랜섬웨어와도

관련이

있었다. 두

랜섬노트의

문구가

오탈자

까

지 100% 일치하는 등 동일한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최신 사탄
랜섬웨어 또한 그들과 동일한 제작자로 추정된다.

[그림 1] 사탄 랜섬웨어 감염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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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사용자 PC의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satan”이라는 확장자를 추가한
다. 모든 암호화 작업을 완료하면“ReadMe_@.TXT”라는 랜섬웨어 감염 노트와 “Notice.exe”라는 복호화 프
로그램을 함께 생성한다. 몸값으로 0.3 비트코인(한화 약 220만 원)을 보내면 복호화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키를 준다고 요구하며 3일이 지나면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고 협박한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R.Agent

작성자 :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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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사칭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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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사칭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국내 택배사를 사칭한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국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해당 이메일은 실제 하는 국내 택배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회사의 로고 이미지, 주문번호, 배송날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송 전 작성한 연락처와 주소에 문제가 생겨 물건을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 첨부파일
에 들어있는 영수증과 배송장을 출력하여 물품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1] 메일 화면
첨부 파일의 제목은 한진택배.egg, 배송장(한진택배).egg 이며, 압축을 해제하면 다음의 파일들이 들어있
다. 배송장_386572.doc, 영수증_386572.doc 파일은 워드 파일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서
버로부터 다운로드 하는 다운로더이다. 1.배송장_387572.jpg.lnk, 2.영수증_386572.jpg.lnk,는 실행 시
second.exe를 실행시키는 링크 파일이다. second.exe는 GandCrab 랜섬웨어이며 실행 시 PC에 있는 파일
들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CRAB로 변경한 뒤 파일을 복호화 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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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진택배.egg와 배송장(한진택배).egg에 포함된 파일
금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실존하는 택배회사를 사칭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의 메
일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어색하지 않은 내용의 한국어 메일 내용과 관련 있어 보이는 문서 형태 혹은
이미지 형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심 없이 파일을 실행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포함되어 있는 악성코드가 랜섬웨어인 만큼 사용자 스스로 중요 문서에 대
해 백업을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W97M.S.Downloader
LNK.Agent
Trojan.Win32.Agent
Trojan.Win32.GandCrab.Gen.A

작성자 : con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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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통관 세금납부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 주의
최신 취약점으로 유포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감염 주의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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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통관 세금납부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주의
□ 개요
유명 해외 배송업체를 사칭하여 통관 세금을 납부하라는 이메일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해외 배송
구매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해당 이메일은 ‘수입세금 납부마감 안내’라는 제목과 ‘세금 납부서’라는 첨부파일로 발송된다. 본문은 한
국어로 기한 내에 통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첨부 파일을 확인하도록 유도한다. 첨부 파일
은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로 실행 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하여 실행한 PC를 감염시킨다.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사용자 PC에 설치된 FTP 관련 소프트웨어의 계정 정보(서버 주소, 아이디, 패스워
드)와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FTP 관련 레지스트리 정보와 Outlook에 저장
된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해커가 준비한 외부의 제어 서버로 전송
된다.

[그림 1] 유명 해외 배송 업체로 위장하여 발송된 이메일 악성코드
해당 악성코드는 가상 환경에서 실행되지 않고 백신이나 악성코드 분석 도구 등이 실행 중이면 작동하
지 않는 등 악성코드 분석과 탐지를 방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Agent.650752.H
작성자 :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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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약점으로 유포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감염주의
□ 개요
기존에 이메일을 통해 활발히 유포 중이던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가 악성코드 유포 도구인 그랜
드소프트(GrandSoft) 익스플로잇킷을 이용하여 6월 14일부터 국내 웹을 통해 유포 중인 정황이 하우리
보안 위협 관제 서비스에 포착되었다. 보안에 취약한 일반 사용자들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
으로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국내에선 주로 이메일로 유포하던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그랜드소프트 익스플로잇킷을 통해 웹으로 유포
되고 있다. 현재 그랜드소프트 익스플로잇킷이 사용하는 취약점은 CVE-2018-8174 취약점이다. 이 취약
점은 VBScript 엔진에서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원래 사이버전 공격에 사용되었으나,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범죄자들이 악성코드 유포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림 1] GrandSoft 익스플로잇킷을 통해 유포 중인 GandCrab 랜섬웨어 감염 화면

해당 취약점으로 유포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 내의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파일 확
장자를 “CRAB”으로 변경한다. 암호화가 완료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는 경고문으로 바탕화면을 바꾸
고 PC를 재부팅한다. 이후 토르(Tor) 브라우저 다운로드 페이지를 띄워 복호화 페이지로 접근하도록 유
도하며 12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나 대시코인을 복호화 비용으로 요구한다.
최신 취약점을 통해 유포 중이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GrandCrab.Gen.A
※ 랜섬웨어 감염 예방방법 : http://www.hauri.co.kr/Ransomware/prevention.html
작성자 :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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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로 위장한 악성 한글문서 주의
□ 개요
이력서를 위장한 한글 문서파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금번에 발견된 이력서는 "신OO 전산담당 경력.hwp" 파일명으로 유포되었으며 한글 문서파일을 실행하
면 [그림 1]과 같이 정상적인 이력서 화면이 출력되어 감염 사실을 숨긴다.

[그림 1] 한글 문서파일 실행 시 화면
61

Security Magazine

6월 이달의 TOP

그러나 한글 문서파일 내부에 PostScript를 삽입하여 악의적인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2] 한글 문서파일 내부에 삽입된 PostScript
PostScript에 의해 특정 서버로 접속하여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메모리에서 실행한다.
https://tpddata.com/skins/skin-8.thm
https://tpddata.com/skins/skin-6.thm
메모리에서 실행된 악성코드에 의해 C&C서버로 접속하여 수신 받은 명령에 따라 다른 악의적인 페이로
드를 다운로드 하거나 명령을 수행한다.
www.anlway.com/include/arc.search.class.php
www.apshenyihl.com/include/arc.speclist.class.php
www.ap8898.com/include/arc.search.class.php

[그림 3] C&C 서버 목록

□ 결론
최근 한글 문서파일 내부에 PostScript 코드를 삽입하여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한글 문서파일은 보안업체에 문의하거나 삭제한다. 또한 PostScript를 이용한 공격이 빈번해
짐에 따라 한글과컴퓨터에서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패치를 한 상태이므
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 바이로봇 진단명
HWP.Exploit.Gen.I

작성자 :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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