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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필요
MS14- Windows 커널 모드 드라이버 중요
015
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 권한

코드
이 보안 업데이트는 Internet 실행
Explorer의 공개된 취약점 1건

승 문제점(2930275)

재시작
필요

상승

과 비공개로 보고된 취약점
17건을

해결합니다.

취약점으로

인해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이러한

Windows의 공개된 취약점 1

사용자가

건과 비공개적으로 보고된 취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약점 1건을 해결합니다. 가장

특수하게 조작된 웹 페이지를

위험한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이 허

자가 시스템에 로그온하고 특

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점 악

수하게 조작된 응용 프로그램

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을 실행할 경우 권한 상승이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얻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취약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점을 악용하려면 공격자가 유

사용자 권한이 적게 구성된

효한 로그온 자격 증명을 가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

지고 로컬로 로그온할 수 있

으로 작업하는 사용자에 비해

어야 합니다.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MS14- Microsoft DirectShow의 취약 긴급
013
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원격
문제점(2929961)

MS14- 보안 계정 관리자 원격(SAMR) 중요
016
프로토콜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재시작
필요할

코드

수

실행

음

보안 기능 우회(2934418)

있

보고된

필요

기능
우회

이 보안 업데이트는 비공개적

이 보안 업데이트는 비공개적
으로

재시작

으로

Microsoft

보고된

Microsoft

Windows의 취약점 1건을 해

Windows의 취약점을 해결합

결합니다. 공격자가 사용자 이

니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름에 대한 암호를 알아내기

사용자가 특수하게 조작된 이

위해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

미지 파일을 열 경우 원격 코

이 취약점은 보안 기능 우회

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

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 취약점 악용에 성공한 공
격자는 현재 사용자와 동일한

MS14- Silverlight의 취약점으로 인한 중요
014
보안 기능 우회(2932677)
보안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
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사

기능
이 보안 업데이트는 비공개적 우회
으로
보고된
Microsoft

용자에 비해 영향을 적게 받

Silverlight의 취약점을 해결합

적게 구성된 계정의 사용자는

1

재
작할
필요
없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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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공격자가 취약점을 악용

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

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조작

다. 배너 광고에서 특수하게

된 Silverlight 콘텐츠를 포함

조작된 웹 콘텐츠를 표시하거

한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나 웹 콘텐츠를 전달하는 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보도록

른 방법을 사용하여 영향을

유도하는 경우 이 취약점으로

받는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인해 보안 기능이 우회될 수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에도 공격자는 강제로 사용자
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공격
자는 사용자가 전자 메일 메
시지 또는 인스턴트 메신저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공
격자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

2

다시
시작
요구
사항

Security Magazine 04

월간 악성코드 이슈 동향
사용자 그룹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개인 고

윈도우 XP 종료

객 등) 상세 안내페이지(www.microsoft.com/ko-

4월 8일 윈도우 XP 지원 종료, 보안공백

kr/windows/lifecycle/xp_eos/security.aspx)를

개설

우려

했다. 이와 더불어, 윈도우 XP 지원종료 관련 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XP 지원 종료가 4월 8일

객지원센터(전화: 1577-9700) 운영을 통해, 업그레

부터 적용된다. XP 사용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드 관련 자문 및 기술지원 상담 등 지원 종료와

여전히 중소기업에서 사용율이 높아 보안 공백이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려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고보안책임자인 신종회 이

오는 4월 8일 이후에는 윈도우 XP 사용자 대상의

사는 "출시된 지 12년이 넘은 윈도우 XP는 각종

모든 기술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보안 전문가들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등 보안 위협이

은 종료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

커진 지금의 컴퓨팅 환경에서 충분히 안전한 보안

우, 각종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을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보

등의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

안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변화된 환경에 적시 대

위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응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보안기능을 갖춘 최
신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d=6396

윈도우XP 보안취약점 공격 사전차단 솔
루션 나와
오는 4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XP에 대
한 보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기
기술 지원 종료는 윈도우 XP와 오피스 2003에 대

관,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

한 보안 공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도

도우 XP에 대한 보안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난 등 개인의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된다. 이에 하우리는 내달 8일 지원이 중단되는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및 비즈니스

윈도우 XP의 보안 취약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중단에 대한 피해와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윈도우 XP 및 오피스 2003 중 단 한가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한 "ViRobot APT Shield"는 운

라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조속한 조치

영체제 및 프로그램의 동작을 감시하는 행위기반

가 필요한 상황이다.

차단 방식으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XP 지원 종료에 따른

및 악성코드의 PC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기 위해
3

솔루션이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패턴 방식으로

웹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 배포 및 파일 다운로드

는 구현이 불가능 했던 즉각 대응과 향후 윈도우

를 위한 경유지로 사용해 감염 시스템을 확장시키

XP에서 발생할 취약점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등

고 있다. 따라서 감염 시스템이 확장되면 동시 다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발적으로 공격이 가능해 그럴 경우 많은 피해가

윈도우 XP의 지원 중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

예상되기 때문에 감염 시스템에 대한 조기 치료가

지만, 국내에도 아직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윈도

중요하다.

우 XP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

운영체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기능 향상이 중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단되는 것은 물론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 또한

d=6491

종료된다. 하지만 공격자들이 윈도우 XP를 지속적
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취약점
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은 사실상 악성코드 및

실종 말레이시아 항공기 관련 영상...악성

취약점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코드 감염 주의

이에 하우리는 윈도우 XP의 지원이 종료되기 앞

사회적 이슈나 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이를 악

서 4월 2일에 ViRobot APT Shield를 개인 고객을

용한 악성코드 유포가 뒤따르고 있다. 이용자들의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8일 실종된 말

하우리 김의탁 연구소장은 “ViRobot APT Shield의

레이시아 항공기 MH370 실종 사고 관련 내용을

경우 취약점을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을 완벽하게

사칭한 악성코드가 페이스북상에서 유포되고 있어

차단할 수 있다”며 “윈도우 XP의 지원이 종료되면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ViRobot APT Shield가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에

트렌드마이크로는 18일 “[뉴스 속보] 베트남 해역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

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기MH370의 잔해 발

혔다.

견!”이라는 제목의 악성링크가 페이스북상에서 유
포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d=6435

악성코드
액티브X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주의
재활의료보조공학기기 제품을 개발하는 한 회사의
홈 페이지를 유포지로 활용하는 악성코드가 발견

즉 페이스북상에서 사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위 클릭만 하면 영상이 재생되는 동영상이 포함

해당 악성코드는 ‘액티브X’로 위장한 실행 파일이

된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 페

며,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파일 다운로드 서버

이지를 클릭시 사용자는 또 다른 가짜 페이지로

와 연결되어 공격지시를 기다린다. 감염이 의심되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한번 더 클릭하

는 시스템에서는 대응방안에 따른 조치와 백신을

면 링크를 공유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고 동영상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악성코드는 최종적인 공격을 수행하기

또한 “Malaysian Airlines MH370 5m Video.exe”라

전까지 공격자의 서버를 노출시키지 않고 취약한

는 제목의 실행 파일이 악성코드임을 확인했다.
4

해커들은 이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기 위해 파일을

보안 위협 및 취약점

동영상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일단 파일이 사용자

곰플레이어

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면 백도어가 부가적인 파일

원격코드실행

취약점...보안

들을 다운로드받고 사용자의 IP 주소와 같은 정보

업데이트 필수

를 수집한다.

국내 무료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에

트렌드마이크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

서 임의코드 실행 취약점이 발견됐다. 공격자는

한 이후, 사이버 범죄자들은 관련 뉴스를 악용할

웹 게시, P2P, 메신저의 링크 등을 통해 특수하게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

조작된 OGM파일을 취약한 버전의 곰플레이어 사

유되는 링크보다는 인지도 높은 뉴스 사이트 이용

용자에게 열어보도록 유도해 악성코드 유포 등이

을 권장한다”며 “PC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지

가능하다.

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사용자의 지속적인 주
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d=6483

한국

주요기관

노리는

사이버

스파이

`Kimsuky` 활동 재개
한국 주요 기관을 노리는 사이버 스파이 ‘Kimsuky’
악성코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해 주의가 요구된다.

낮은 버전의 곰플레이어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한글문서 파일 보안

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에 따라 최신버전

취약점을 악용한다.

으로 업데이트 해야 안전할 수 있다.

최근 발견된 Kimsuky는 지난해와 같이 취약한 한

이용자들은 곰플레이어 홈페이지에 방문해 곰플레

글문서 파일에서 최초로 감염이 이뤄졌다. 공격자

이어 2.2.57.5189 이상 버전을 설치하거나 자동

는 이메일에 악성코드가 담긴 한글 파일을 첨부해

업데이트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전달한다. 공격 목표인 내부 직원에 전달하는 스
출처 :

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다.
한글문서

파일에서

문단

레이아웃을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담당하는

d=6355

‘HWPTAG_PARA_LINE_SEG’ 구조체에 악성코드가
숨어 있다. 지난해와 본문 내용만 다를 뿐 동일한
취약점이 사용됐다. 이 취약점은 이미 패치가 나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신규 보안취약

와 보안 업데이트로 막을 수 있다.

점...주의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에 영향을 주는 신규 취약

출처 :

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해당 업체의 보안 업데이

http://www.etnews.com/20140324000202

트가 발표됐다. 이용자들은 신속한 업데이트를 적
용해야 보안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5

이번 업데이트는 2개의 보안 취약점으로 동일 출

웹 사이트의 80%가 PHP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중

처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과 클립보드의

16%가 공격이 취약하다.

콘텐츠를 읽을 수 있는 취약점이다.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공격하며 임의의 명령을 실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는 Adobe Flash Player(윈도

행할 수 있다. 취약점 패치는 2012년 5월에 발표

우즈 및 맥) 12.0.0.70 및 이전 버전과 Adobe

되었다.

Flash Player(리눅스) 11.2.202.341 및 이전 버전 등

출처 :

이다.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이용자들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다운로드 센
터(www.adobe.com/go/getflash)에

방문해

d=6519

최신

버전을 설치하거나, 자동 업데이트를 이용해 업그

MS 워드 취약점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

레이드 해야 한다.

주의!
출처 :

MS 워드의 원격코드 실행 가능한 제로데이 취약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점이 제한적이고 타깃화된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d=6448

것으로 드러났다.
MS는 보안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패치가

애플 iOS, 다중 보안취약점 해결한 iOS

발표되기 전까지 이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7.1 공개

으로 FixIt tool을 배포했다. 또한 자사가 제공하는

최근 애플에서 모바일운영체제의 다중 보안 취약

EMET(Enhanced Mitigation Experience Toolkit) 보

점 등을 해결한 iOS 7.1을 공개했다. iOS 7.1은 아

안툴을 내려 받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에 대한 보안 업데
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신속히 업데이
트를 적용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애플은 이번에 다중 보안 취약점을 해결한 업데이
트를 포함한 iOS 7.1을 공개했다.
해당 취약점을 패치하기 위해서는 iOS 7.1버전으
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은 MS 워드 2010을 타깃으

d=6450

로 하고 있지만, 워드 2003, 2007, 2013, 2013RT
및 맥용 오피스, 오피스 웹 앱 2010과 2013, 워드

PHP 하이재킹 취약점, 여전히 공격위험

뷰어도 이번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다.

높아

이번 취약점은 MS 워드가 악의적으로 제작된

약 2년 전에 PHP 취약점이 처음으로 공개되고 지

RTF 포맷의 데이타를 열게 될 때 시스템 메모리

난해 가을 이 취약점을 쉽게 공격하는 방법에 대

가 오염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자는 이를

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여전히 패치되지 않

통해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고 있다.

6

MS는 해당 취약점을 해결한 패치를 4월 8일 정

있는 웹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

기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4월 8

의를 당부했다.

일은 윈도우 XP 지원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포스팅 내용에 따르면, 다운로드된 멜론 크랙
(Melon Crack)은 ①SD카드 콘텐츠 수정/삭제 ②시

출처 :

스템 수준 경고 표시 ③부팅할 때 자동 시작 권한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본적

d=6538

으로 크랙앱이 멜론 동작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시작시 자동 실행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

아래한글 임의코드 실행 취약점 주의보

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사의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임
의코드 실행 취약점이 발견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취약한 버전 사용자가 특수하게 조작된
문서를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
로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http://www.hancom.co.kr/downLoad.downPU.do?
mcd=001)에서 보안업데이트 파일을 직접 다운로
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이외에도 한글과 컴퓨터
자동업데이트(시작→모든 프로그램→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
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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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설치된

불법 멜론 크랙 설치시, 스마트폰 먹통될

"gooaaaa...d" 문자열을 채우며, 남성의 목소리로

멜론

크랙앱을

실행하면

배경

화면에

추정되는 신음 소리가 1초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수 있어...주의

재생되도록 제작되어 있다.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멜

이후 해당 음성 파일을 사용자가 듣지 못하도록

론(Melon)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사용

볼륨을 낮추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볼륨 수준을

할 수 있도록 위장한 멜론 크랙(Melon Crack)을

특정값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설치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

이러한

례가 확인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악의적

행위를

통해

"MainService,

MainService1"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배경 화면

이에 대한 상세 분석 자료를 블로그에 공개한 보

에는 특정 문자열이 표시되며 지속적인 신음 소리

안 전문 블로거 ‘울지않는 벌새’는 “해당 악성앱에

와 볼륨키를 비롯한 다른 메뉴 실행이 불가능하게

대한 유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

된다.

서 멜론 크랙을 찾는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7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마블 시큐리티는 조사를 위해 다른 고객들의 스마

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

트폰도 검사했으며, 동일하게 다수의 새 스마트폰

상적인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

에서 이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된 앱을 함부로 다운로드 및 실행해 피해를 당

악성앱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기기는

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삼성 갤럭시 노트와 태블릿, 갤럭시 3과 4 및 아

을 가져야 한다.

수스 태블릿, LG 넥서스 S, 그리고 모토로라 드로
이드 등이다.

출처 :

이에 삼성측은 자사 혹은 미국 협력사가 해당 기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기에 판매 전 넷플릭스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d=6547

밝혔다. 다만, 제반스가 스마트폰을 판매한 유통
업체들을 밝히지 않아 이를 판매한 업체들 역시

보호나라 안전앱 사칭 스미싱 등장...주의

이 사실을 알고 판매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

악성코드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애플리케이

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13일 발견하고, 이용

션 번들로 이를 설치했는지 아니면 이미 앱이 설

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돼 있는 스마트폰을 판매했는지 구체적인 사실

보호나라 사칭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은 밝혀지지 않았다.

(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KISA.apk)이

문제는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기기정보,

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존재하고 있

문자 등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

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한다면 피해에 대한 파급

마트폰에 설치된 정상 뱅킹앱을 가짜 뱅킹앱으로

력이 크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 이 문제

교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추가 설치된 악성앱으

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유통 단계마다 보안성

로 금융정보까지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악성앱 유포와 관련하여 한
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대응팀

유동영

출처 :

팀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여 보안에 대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점을 노린 것으로

d=6372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한 경우,

공식 구글 플레이에서 악성 앱 3종 발견...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2차

금융정보 위험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방법 등에 관련한 내용을

모바일 악성 앱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 공식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도 악성 앱이
발견되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이번에 발견된 악성 앱은 스미싱 등의 방법이 아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닌 구글 플레이 공식 마켓에 등록되어 있어 사용

d=6436

자가 의심 없이 다운로드 하기 쉽다.
사용자는 문자 메시지나 SNS에 포함된 URL 실행

새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다니?

을 자제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

삼성, 모토로라, 아수스, 그리고 LG전자의 일부 안

으로 검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알 수 없

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해킹돼 악성 앱이 설치된 채

는 출처(소스)"의 허용 금지 설정을 해두어야 하며

고객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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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번 경

소, 호랑이, 코끼리, 눈표범 등 국가 보호동물이나

우와 같이 정상 마켓에도 악성 앱이 올라오는 경

희귀종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것이지

우가 있기 때문에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만 현재는 밀렵꾼들의 사냥 도구로 전락하고 있어

평판을 확인해 보고 사용자 권한을 요구하는 항목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도하게 많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밀렵꾼들은 GPS 목걸이 해킹을 통해 블랙마켓에

이와 함께, 소액결제 차단 혹은 결제금액 제한, 스

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보호동물들의 위치를

미싱 탐지 전용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파악 후 무소음 무기와 야간투시경 등 고가의 군

다.

용장비를 통해 사냥을 해 불법 판매를 자행하고
있다.

출처 :

세계자연보호기금의 야생동물 과학범죄 수사부 책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임자는 “오래 전부터 보호동물들은 블랙마켓 시장

d=6377

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밀렵꾼들이 각종 수단을 통해 보호동물들을 사냥

해킹 ·침해사고

하는 이유이다. 밀렵꾼들의 날로 지능화된 사냥방

KT 홈페이지 치명적 버그 밝혀져...해킹

식은 자연보호 관리자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빌미 제공

이는 밀렵꾼과 자연보호관리자들의 영원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T 홈페이지에 어처구니없는 버그가 발견돼 충격

물론 GPS 기기에 대한 해킹은 쉬운 작업이 아니

을 주고 있다. 특별한 해킹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 하지만 해킹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보안강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요금제, 휴

는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폰명, 할부기록, 카드사, 카드유효기간 등 상당
수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확인됐

출처 :

다. 이 치명적 버그가 이번 KT 1천200만명 고객정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보 유출 해킹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결정적 원인으

d=6444

로 추정된다.
출처 :

국방부 기자실 PC 통한 해킹 시도 포착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국방부는 27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방부 기자실

d=6374

PC 1대를 통한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사전
적발·차단해 접속을 막았다고 밝혔다.

밀렵꾼들, 보호동물 GPS 목걸이 해킹해
희귀동물 사냥
21세기의 불법 사냥 밀렵꾼은 황야가 아닌 모니
터 앞에 존재한다. 2013년 7월, 인도 판나 자연보
호구의 벵갈호랑이 GPS 목걸이가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야생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다
가오고 있다.
밀렵꾼 해커들의 목표는 GPS 목걸이다. GPS 목걸
이는 야생동물들의 위치와 기타 기본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GPS 목걸이의 비싼 가격으로 코뿔
9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지난 22일 악성코드에 감염

쪽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지만 아무

된 국방부 출입기자의 PC를 통해 자료탈취를 위

것도 나오지 않았다. 많은 팬을 거느린 스타 BJ였

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날 이 PC 내부에 있는

던 B 씨는 팬들 중 한 사람이 장난 삼아 보낸 쪽

자료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사이버사

지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이를 넘겼다. 클릭 한

령부가 미리 탐지해 차단했다. 이에 국방부 전산

번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자신의 컴퓨터에 깔린 사

망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은 꿈에도 몰랐다.

국방부 측은 “이번에 해킹을 시도한 해커 IP 10개

며칠 뒤 B 씨는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를 추적한 결과, 이중 1개의 IP가 독일에 서버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쪽지로 받았다. 발신자는 "웹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주요 방

사이트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

송사·은행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

렸다. 1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러 당시 공격 서버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국방부 측은 “국방부 내부 인터넷은 통제되어 있

지난 1월부터 2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이 같은

지만 기자실의 인터넷은 열려 있고 국방부 영내

협박에 시달리던 B 씨는 참다못해 부산 강서경찰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해킹 시도를 사전에

서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B 씨 외에도 다른 여성

차단하지 못했다면 국방부 내부 해킹 피해는 물론

BJ 등 2명이 더 있었다.

정부 전산망까지도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며 정

신고를 받은 경찰이 서버와 디지털 증거자료 등을

보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해 붙잡은 협박범은 모 대학 정보보안학과 1
학년인 A(18) 군이었다.

출처 :

강서경찰서는 25일 BJ 등 11명의 컴퓨터를 해킹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

해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SNS 대화내용 등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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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빼내고 컴퓨터의 화상 카메라를 원격 조종해
나체 동영상을 찍은 뒤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정

PC 카메라 원격 조종, 몰카 찍어 협박

보통신망법 등)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이
트 인지도 1~100위에 랭크된 BJ 100명에게 무작
위로 악성 프로그램 파일이 깔린 쪽지를 전송했다.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BJ 11명은 자신도 모르
는 새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이어 개인
컴퓨터에 달린 화상 카메라는 몰카로 돌변해 실시
간으로 방 내부를 촬영했고 피해 여성들의 사생활
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평범한 개인용 컴퓨터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탐지

뒤 원격 조종 몰카로 변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버

가 가능하지만 A 군의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걸

젓이 촬영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

한

유명

개인

인터넷

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A 군은 악성 프로그램의
방송국의

인기

주소를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악

BJ(Broadcasting Jockey:방송 자키)로 활약 중인

성 코드를 만들어 보안망을 비껴갔다.

B(23·여) 씨. B 씨는 지난 1월 평소대로 방송을 하

경찰은 지난달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A 군이

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졸업사진'이

변조 제작한 악성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해 보안탐

라는 제목의 쪽지를 수신함에서 발견했다.

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10

경찰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획득자가 자신도

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조한다. 정보가 1차적으로 수

모르게 코드를 퍼뜨릴 우려가 있어 추가 범죄를

집되는 단계의 하드웨어 보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막기 위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고
고 밝혔다. 경찰

는 것이다.

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8명의
명의 피해자가 더

처리, 포스 단말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관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A 군의 여죄를 조사 중이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적용 등 여러 보안 대책이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포스는

이밖에도 보안업계는 데이터 암호화

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집중된

출처 :

매체"라며 "해커들이 표적 공격을 하기에 적합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

만큼 이중, 삼중 보안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jsp?newsId=20140325000157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편의점서 카드 긁는 순간부터 정보가 '술

=2014032409113378793&outlink=1

술'?

페이스북에서 ‘급히 돈 빌려달라’ 메시지
받았다면?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후 메시지 기능을

통

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피싱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초 경찰은 포스 단말기 해킹으로 고객 신용
카드 정보 등 12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스 단말기는 일반 카드 결제 단말기
와 달리 카드유효성검사코드(CVC),
(CVC),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가 저장돼 해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편의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주로 대형 가맹점에
서 사용되던 포스 단말기는 최근 영세 가맹점까지
확대 설치되는 추세다. 경찰은 국내 포스단말기
설치관리업체가 500여개 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세업체가 많다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업계는 시급한 과제로 포스 단말기의 망분리
를 꼽는다. 기본 결제업무를 위한 네트워크와 일
반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이다.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제어하는 보안 솔루
션을 도입해 단독 단말기로 사용되면 외부 공격에

페이스북 이용자 K씨는 24
24일 점심시간이 끝나갈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 정보가 여러

무렵, 13시경 부터 약 25분간
분간 자신의 페이스북이

단계를 거쳐서 이동하는 구조에서는 '네트워크 보
11

해킹 당해 지인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

서씨가 중국 조직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는 대

낸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급히 비밀번호를 바꾸

부분 과거 해킹당한 사이트에서 유출된 것들이다.

고 이 사실을 페친들(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알렸다.

서씨는 A씨와 중국 조직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

이러한 피싱 메시지를 받은 K씨의 페이스북 친구

조해 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들을 추려 네이버

들 12명 대부분은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

비밀번호에 기존에 유출된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도 아니었으며 당시 온라인 접속도 되어 있지 않

입력했다.

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송금을 요청하는 시도까

서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3일

지 진행된 것은 1건이었고, 이를 통해 해킹된 사

까지 wjd○○○○○, po9○○○○ 등 6개의 계정

실을 알게 돼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

을 탈취해 인터넷에 ‘애인 대행’ 등 성인 광고글을

K씨는 “다행히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12명

올렸다

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싱을 유도

경찰은 서씨의 노트북 1대와 데스크톱 20여대, 이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SNS나

메일 계정 등을 압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돈을 요구할 때는 거의

식으로 도용된 계정이 560만개에 달하는 정황을

대부분이 피싱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전화를 통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네이버는 최근 가입자들이

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계정 도용을 주장하면서 해킹 의혹이 제기
됐지만 이를 극구 부인해 왔다. 이번 경찰 수사로

출처 :

‘네이버 해킹 논란’은 ‘네이버 계정 무단 도용’으로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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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거 해킹당한 개인정보가 ‘패키지’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네이버 계정 560만개 무단 도용 포착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
&gCode=kmi&arcid=0008170886&cp=nv

보안 소식 ·기타
올해 정보보안기사 시험 준비한다면?
정보보안 분야 최초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

경찰이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560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의 올해 첫 시험 접수가 시작

만개가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

됐다.

했다.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들이 그동안 시중에 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자격검정센

출됐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것으

터는 제3회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로 드러나 무단도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시험 접수를 오는 3월 7일(금) 18시까지 인터넷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 해킹조직으로
부터 개인정보 8491만건(중복

제외

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9만건)을

사들여 인터넷 광고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침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는 기존 민간자격

해 등)로 개인정보판매상 서모(31)씨를 최근 구속

제도로 운영되던 정보보호전문가(SIS:Specialist for

했다고 25일 밝혔다.

Information Security)를 대신해 2013년부터 국가
기술자격으로 승격돼 실시되는 자격시험이다.
12

시험은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응용프로그램

마르셀 닷쿠는 그의 아내에게 유서를 남겼으며,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련 법

유서에는 “내가 한 행동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

규 등 필기시험과 정보보안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지 않는다. (…) 모두에게 미안하다. (…) 경찰청으로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부터 벌금 70,000 레우(lei)를 내지 않으면 11년의

제3회 필기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 나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는 니쿠소(Nicusor, 죽은 아이)가 나 때문에 힘들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응시수수료는 기

어 하지 않길 바란다. (…) 나는 감옥에 가지 않겠

사·산업기사 필기시험이 18,800원, 기사 및 산업기

다. 절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 실기시험이 각각 21,900원과 20,200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마르셀 닷쿠는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했으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랜섬웨어에 감염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컴퓨터에 경고창이 뜨
자 실제 경찰청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한편 원서접수는 홈페이지(https://kisq.or.kr/)에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며 접수현황, 합격자

대부분 이러한 랜섬웨어가 요구하는 금액은 200

조회, 자격증 교부 신청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

달러에 불과하다. 인터넷 공간을 실제 세상으로

다.

생각한 그가 70,000 레우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
불해야 한다는 경고창을 봤을 때 얼마나 이를 비

출처 :

관했을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70,000 레우는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

미화 21,637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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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랜섬웨어의 감염을 막으려면 음란물이

랜섬웨어에 속아 과다한 벌금청구 비관해

나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항상 백

'자살'

신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검색을 해야 한다고 조언

루마니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컴퓨터

한다. 문제는 모두가 이 랜섬웨어를 아는 것은 아

가 랜섬웨어에 감염된지 모르고 경찰청이 보낸 것

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계속

으로 오인한 한 남성이 과다한 벌금을 낼 길이 없

해서 랜섬웨어를 제작,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계속 피해자는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시점이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d=6440

단순 정보보안 자격증만 있다고 보안전문
36살의 마르셀 닷쿠(Marcel Datcu)는 자택 거실에

가일까

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살해한 4살배

기술적인 지식없는 사람이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

기 아들과 함께 이들의 시신은 또 다른 아들이 발

해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

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부인 사이에서 네

람들 및 사이버 보안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명의 자녀를 뒀다.
13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숙련된 사이버보안

전산업무에다 보안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고충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굉장히 초과하고 있

을 토로했다.

다.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이모 씨도 상황은 마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사이버보

가지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안 커리어 패스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보안

커리어 패스에는 시스템 관리 또는 기술에 대한

강화를 추진해 보지만 경영진은 정보유출의 심각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개인정보 유출로 전국이 시끄러운데도 정작 CEO

있도록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는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고 말했다.

출처 :

이처럼 정보보안 실무담당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

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문

d=6562

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전산실 직원이나 IT
담당자들이 보안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안담당자, 사고는 뻥뻥 터지는데...

게다가 보안사고시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

‘울상’

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

“통신사, 카드사 등 대형회사들도 뻥뻥 뚫리는 마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에 우리처럼 작은 회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고민하고 있는 한 보안담당

정작 윗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한숨

자는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존재하고

을 내쉬는 한 전산담당자의 말이다.

있다는 전달을 받고, KISA의 지침과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산실 과장으로 10여년 이상 근무하

나름대로 대응체계를 마련했지만 갈수록 고도화되

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

고 있는 공격기술을 모두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로 불안하기만 하다. 열악한 전산실 시스템 환

고 하소연했다.

경과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과다한 업무 등으로

더욱이 그는 “기업환경이 열악해 일은 일대로 하

제대로 된 정보보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

면서도 업무성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더군

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유출 및 해킹 우려로 하루

다나 경영진의 보안인식 부족은 물론 기본적인 보

하루가 두렵기만 하다.

안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욱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안사고라도 나면 책임
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
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
383

누군가가 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했다면?
이와 관련 김모 씨는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7명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후 해당 계정의 지인들에

이던 전산실 직원이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으로

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피싱 메시지를 보낸

이제는 2명 밖에 없다”며 “인력부족으로 본연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14

페이스북 관계자는 “최근 PC방과 같이 많은 사람

를 통해 접속됐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만

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에서 SNS 계정에 접

약 의심스러운 접속이 있다면 ‘활동 끝내기’를 눌

속했다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웹 페이지를 닫아

러 세션을 종료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된다.

이러한 해킹위협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러한 위협

이와 관련 페이스북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로그인

으로부터 자신의 계정을 보호하는 팁을 소개했다.

내역을 자주 확인해 해킹 위협이 발생하는지 확인

먼저 이러한 위협을 예방하려면 ‘로그인 내역’을

하고 의심스러운 로그인 접속이 있다면 빨리 비밀

자주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 내역에서는 최근 접

번호를 변경해야 피싱 등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

속 시간, 대략적인 위치, 계정에 접속할 때 이용된

고 설명했다.

기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
372

모바일에서도 로그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앱에서는 ‘계정 설정’을 선택
해 ‘보안’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iOS앱의 경우는
‘설정’의 하위 메뉴인 ‘보안 설정’에서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에서는 설정 메뉴 중 보안 항
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로그인한 위치’를 클릭
해 내 페이스북 계정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기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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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TOP 2
개인 생활을 보고 있는 해커

해당 악성 앱이 실행되었을 때는 기기관리자 등록
화면을 출력하고 회색의 화면만 출력 되고 있으

성인동영상을 제공하는 앱(secrettalk.apk)으로 위

며,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

장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할 수 있다. 동작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악성 앱이 발견되었다.

ReceiverRegisterService : 문자메시지 탈취 관련 서
비스

[그림 3] 기기관리자 등록 코드

[그림 1] secrettalk.apk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
이 앱은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하여 배포
되며,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할 경우 문
자메시지 정보 외에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를 모두 탈취해서 해커에게 전송한다.
문자메시지를 탈취하는 서버를 확인한 결과 스마
트폰에 전달되는 모든 문자의 내용을 해커에게 전
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
이 상당부분 발견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피싱을
시도하였을 때의 피해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 secrettalk.apk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그림 4] 서비스 동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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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RegisterService는 문자메시지 탈취를 하

또한 ReceiverRegisterService는 문자메시지가 저

기 위하여 Receiver를 등록시키며 저장되어 있는

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원하는 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용과 연락처를 전송할 수 있다.

[그림 8] 문자메시지 검색
[그림 5] 서비스의 내용
탈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URL은 다음과 같
다.
- h**p://www.sh***an.c**

[그림 9] 연락처의 탐색 요소
탈취된 서버에 접속 했을 때 문자메시지의 내용들
과 연락처의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 문자메시지 탈취

[그림 7] 문자메시지 탈취 패킷

[그림 10] 서버에 저장된 문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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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탈취된 연락처
정보가 탈취되는 서버의 위치는 미국에 위치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2] 서버위치

작성자 : 11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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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성 앱은 정상 앱을 리패키징 한 형태이며

비트코인 채굴기가 된 스마트폰

실행하였을 때는 SoundHound
SoundHound라는 정상 앱이 실
행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즐겨찾는 앱을 리패키징하여
블랙마켓에 등록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 발견되었다.
해당 앱은 정상적인 앱을 리패키징
리패키징한 형태로, 설
치되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SoundHound 앱이 동
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로 비트코인 채
굴프로그램 또한 동작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
도 모르게 특정 해커를 위한 비트코인 채굴 스마
트폰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은 특정 연산을 수행하며
특정 서버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배터리
의 과도한 소모와 네트워크 패킷 사용 그리고 스
마트폰 속도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있다.
블랙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으로

[그림 3] 정상 앱 실행화면 및 리패키징 경로

파일명은

“midomiMusicIdentifier.apk” 이며 아이콘은 다음
리패키징한 악성코드 부분은 스마트폰을 재부팅하지 않

과 같다.

으면 실행되지 않으며, 재부팅시에 BootReceiver에
의하여 서비스가 동작하도
도록 만들어져 있다. 동작
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같다.
FlowCoin :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

[그림 1] idomiMusicIdentifier.apk 아이콘
이 앱의 권한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4] BootReceiver
otReceiver

[그림 2] midomiMusicIdentifier.a
midomiMusicIdentifier.apk 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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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일 다운로드

[그림 9] 빈 파일 생성
정상적으로

파일이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

면 FlowCoin은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다.

[그림 5] 동작하는 서비스

시작하는 과정에서 chmod 744를 시도하며 이것은
루팅이 되어있어야 제대로 동작할 수 있다. 따라

FlowCoin은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로 처음 실행하

서 이 악성 앱은 루팅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대상

게 되면 설정파일에 다운로드 경로와 채굴파일 실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경로, 매개변수 값, ID 등을 셋팅한다.

[그림 6] 설정파일 셋팅
[그림 10] 비트코인 채굴시작
해당 악성 앱은 alarm을 설치하며 이 alarm은 서

[그림 7] 설정파일

비스를 재시작 할 수 있다. 재시작 과정으로는 현
재 실행 중인 비트코인 채굴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FlowCoin은 특정 서버에서 채굴에 필요한 파일을

채굴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후에 비트코인 채

다운로드 하여 실행할 것으로 보이며 다운로드 경

굴 프로세스를 재시작한다. 이 과정은 15분에 한번

로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

씩 반복된다.

아 빈 파일만 생성되고 있다.
h**p://flo***rf.**sxy.n**/**n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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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비스 재시작 과정

[그림 12] 15분에 한 번씩 반복
비트코인 채굴 서버의 위치는 프랑스에 위치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3] 서버 위치

작성자 : 11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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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Magazine 04

보안 컬럼
해킹 사례로 본 사회 시스템 피해

위성과 CCTV를 제어하여 위치추적을 하며, 공공

해킹! 국가와 개인에 대한 공포

시설의 가스제어시스템을 이용해 시설을 파괴하고
군사 통신을 가로채어 바꿈으로써 제어권을 획득
하여 공격하게 된다.

이 글의 작성자는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어찌보면 비현실 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영화

따라서 시간이 나면 다양한 영화를 접하려 하는데

이다 보니 허구적인 요소와 극대화적인 부분이 없

지금까지 본 영화중 가장 인상 깊
깊게 보았던 영화

지 않게 존재한다.

는 다이하드4였다. 이전까지의 다이하드는 육체적
액션이 많았다면 다이하드4는 조금 달랐다.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사회시설해킹에 대한 내용을 다
루었기 때문이다.
우리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기계와 시스템
에 둘러 쌓여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 pad. 당신의 이동을 도와주
는 지하철, 자동차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
시켜주는 CCTV, 신호등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그림 2] 영화의 한 장면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군사시스템이 단 몇 초만에 해킹되는
것은 확실히 허구적인 요소이다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허구가 아니다. 이
미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생하였고,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해외에서
에서 발견된 산업기반시
설 파괴 악성코드인 스턱스넷
스턱스넷을 들 수 있다. 스턱
스넷은 USB형태로 감염되어 전파되었으며, 산업
체 시스템(SCADA)에 맞추어진 악성코드라 할 수
[그림 1] 사회적 IT 기반 요소들

있다. 또한 이 악성코드를 발전시킨 DUQU가 나
오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곳에서 IT 기반 요소들이 발전하여

스턱스넷은 산업기반시설을
시설을 제어 및 파괴하기 위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해킹에 의

한 악성코드였으며, DUQU는
는 산업기반시설의 정보

해 다른 사람이 제어가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될

를 탈취하기 위해 발전한 형태라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까?

이러한 스턱스넷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잘 보여
보여준 영화가 다

는데 그 이유로는 산업기반시설의 운영체제는 일

이하드4라 말하고 싶다.

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
에 어떻게 악성코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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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산업기반시설 공격과 유사한 공격 사
례가 있었다.
2009년 7월

7일 - DDoS

2010년 3월

4일 - DDoS

2011년 4월 12일 - 농협의 해킹사례
2013년 3월 20일 - 사이버 테러
[그림 5] 백도어 기능
모든 공격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 공공기관, 금
융업체, 군부대, 청와대, 방송국, 대
대형 포탈사이트
등이 공격되었다.
이러한 공격은 한번에 여러 곳을 공격하며, 변종
및 다수의 감염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컸다.
몇 가지 해킹 때의 악성 기능을 설명하면3.4
[그림 6] 감염된 MBR 코드 부분

DDoS때는 특정 시간을 토대로 하드를 파괴하는
명령을 받은 많은 PC들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과거와 같은 불특정 다
수가 아닌 타겟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사회기반을
위협한다던가 금전적인 목적
목적으로 전문화되고 조직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특히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해킹사례가 국
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있으며, 은행 정보나 개인
[그림 3] 3.4 DDoS 하드 파괴 코드

정보 등을 빼내거나 협박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
된다.

3.20때 발생된 악성코드는 좀 더 빠르게 진화한
형태로 변종 및 OS 구성에 따른 기능
기능, 파일 삭제,
MBR삭제, 백도어 기능 등 다양한 파일을 생성하
고 실행시키는 파일들로 구성되어있
있었다. 특정 파
일의 내용을 모두 덮어 씌어서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거나, MBR부분을 다른 바이너리로 덮어써 시
스템이 부팅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것이다.

[그림 7] 금융 정보 탈취 웹 화면
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해킹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있다. 캠 카메라를 해킹하
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화와 시스
[그림 4] 파일 덮어쓰기

템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이를 토대로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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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었다
였었다.

[그림 8] 해킹 사례에 대한 기사
해킹은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협
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있다.
공공기관 및 산업시스템에는 물리적 통제보안 및
APT와 같은 타겟형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하며, 개
인 PC의 경우 알 수 없는 파일을 실행할 때는 조
심하며, 방화벽과 백신의 실시간 검사 등을 켜두
고 지속적인 백신 업데이트 및 검사 등을 하여 해
킹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해킹은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며 항상 조
심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피해 및 예방을 할 수 있
다.

작성자 : j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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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강력한 패스워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떠

패스워드의 모든 것

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스워드란

1.

특정한 시스템에 로그인
로그인을 할 때 사용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암호 금지(주민등록번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입력하는문자열이다.
패스워드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웹 서비스 및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사용을 해야
한다.

2.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

3.

현재 이슈가 되는 단어는 피할 것

4.

사용중인 패스워드와 유사성을 피할 것

5.

암기하기 쉬운 패스워드 사용

6.

숫자, 문자, 특수문자의 조합 사용

위의 6가지만 잘 준수한다면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패스워드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

하지만,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패스워드 일수록 암

다.

기하기 쉽지 않다.

이에 못지 않게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하는지도 중

또한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
사이트, 서비스가 너무 많아

요한 사항이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splashdata’에 의하면 지난해 최악의 패스워드 즉,

위의 언급된 사항을 보완하여
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할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패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순위

패스워드

순위

패스워드

1

123456

14

letmein

2

password

15

photoshop

3

12345678

16

1234

4

qwerty

17

monkey

5

abc123

18

shadow

6

123456789

19

sunshine

7

111111

20

12345

8

1234567

21

password1

9

iloveyou

22

princess

10

adobe123

23

azerty

11

123123

24

trustno1

12

admin

25

000000

13

1234567890

1.

중요도에 따라 패스워드 설정
사용하는

계정에

따라

중요도를

정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그림 1] 중요도 설정
2.

문장 및 구문을 사용
예를 들어 ‘Easy-to-follow
follow set up a password
password’
이와

같은

문장에서

단어의

첫

글자만

사용하면 ‘E-t-fsuap’ 와 같은 특별한 단어가
나오게 된다.

[표 1] 2013 최악의 패스워드

여기서 ‘a’ -> ‘@’, ‘o’ -> ‘0’ 와 같이 비슷한
특수문자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특수문자 및

비록 우리나라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

대문자, 숫자를 사용하여 패스워드를 조합한다.

나 위처럼 간단하고 알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
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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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통명사 패스워드 조합
위에서 살펴본 방법 이외에도 방법론은 많다.
[그림 2] 구문을 이용한 패스워드 조합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강력한 패스워드를 만
들 수 있으며 개인의 패턴 및 성향에 따라 쉽게

3.

쉬운 단어 활용

만들고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지 쉬운 단어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Hauri’란 단어가 있을 때 숫자 및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력한 패스워드를 설정 후

특수문자만 더하면 ‘H!a2u#r4i%
H!a2u#r4i%’,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Ha!2ur#4i5’ 와 같은 알기 어려운 패스워드가
조합된다.

사이트, 서비스 별로 패스워드를 설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2그룹으로 나누어 최소 2가지의 패스워드
를 사용한다.
패스워드는 알리고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책상 주변에 패스워드를 메모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보안 또한 중요하며 패스워드로서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공용 PC에서 중요 사이트 및 은행권 사이트의 접
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떠한 악성코드가 감염되었을지 신뢰할 수 없어

[그림 3] 단어를 이용한 패스워드 조합
4.

노출되기 쉽다.
2중 인증제도를 활용하라.

보통명사의 조합

요즘은 단계별 보안을 적용하고 있다.

2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패스워드를 조합한다.

이를 활용한다면 패스워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안

예를 들어 ‘하우리’, ‘안녕’ 이란 두 단어가 있을

전할 수 있다.

때 영문 자판으로 한글을 치면 ‘gkdnfl’, ‘dkssud’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라
삭제하라.

이란 단어가 생성된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정 삭제 및 탈퇴하는 것이

생성된 단어와 함께 특수문자,, 숫자를 조합하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 할 수 있다.

면 ‘gkdnfl1@#dkssud45’ 엄청난 길이의 패스

최소 3개월에 한번씩 패스워드를 변경하라.

워드가 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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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바꾸게 되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기 쉽지만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특정 패턴으로 변경을 한
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보통 보안은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어 지켜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보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갈 때 더 강력한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보안에서의 편리함은 곧 구멍이 된다.

작성자 : B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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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악성코드 상세 분석
바이로봇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 문자열 형식 : -컴퓨터이름
컴퓨터이름-랜덤4자리 숫자

지난 2월 매거진에는 바이로봇 아이콘으로 위장
된 악성코드를 살펴 보았다. 최근에는 바이로봇이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이 악성코드는 ViRobotUp.dll 이라는 이름을 사용
하여 일반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서버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감염 PC 정보 수집,

[그림 3] 문자열 생성

키로깅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행위를 하는 악성코
드이다.

(3) (1)항목의 바이너리를 0x228 Bytes 크기만큼
0xC4 값으로 XOR 연산하여
하여 암호화한다. 암호화한
바이너리를 특정 레지스트리 경로의 값으로 저장
한다.
- 암호화 로직 : [Data] = [mem] XOR 0xC4
- 키 : HKLM\SYSTEM\CurrentControlSet
CurrentControlSet
\Control\Pnp
- 이름 : Security
- 값 : (암호화한 바이너리)

[그림 1] 악성코드 흐름도
1. Sample.exe
(1) 특정 바이너리를 0x1140 Bytes 크기만큼 복호
화한다.

[그림 4]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값
(4) 특정 바이너리를 0x14E00 Bytes 사이즈만큼

[그림 2] 복호화 로직

복호화한 다음 특정 경로의 파일로 저장한다.
PATH : (시스템 폴더)\ViRobotUp.dll
ViRobotUp.dll

(2) 컴퓨터 이름과 랜덤 4자리 숫자를 조합하여
문자열을 생성한다. 생성한 문자열은 (1)항목의 시
작 바이너리 위치에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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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경로의 레지스트리 값을 확인한다.
해당 경로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정 바이너리
를 0x1140 Bytes 크기만큼 복호화한다.

[그림 5] 복호화 로직

[그림 7] 복호화 로직
(4) 컴퓨터 이름과 랜덤4자리
자리 숫자를 조합하여 문
자열을 생성한다. 생성한 문자열은 복호화한 바이
너리의 시작위치에 덮어 쓰고
쓰고, 복호화한 바이너리
를 0x228 Bytes 크기만큼 0xC4 값으로 XOR 연산
하여 암호화한다.

[그림 6] 복호화 전(위) / 복호화 후(아래)
(5) 특정 레지스트리 경로에 등록하여 서비스로
동작하게 한다. 그런 다음 등록된 서비스를 실행
한다.
- 서비스 이름 : ViRobotUp

[그림 8] 문자열 생성

- 서비스 실행 파일 경로 :
(시스템 폴더)\svchost.exe
svchost.exe -k wMedia

(5) 암호화한 바이너리를 해당 경로의 값으로 저

- 서비스 DLL : (시스템 폴더)\ViRobotUp.dll
ViRobotUp.dll

장한다. 해당 경로의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가져

- 키 : HKLM\SOFTWARE\Microsoft
Microsoft

와서 0x228 Bytes 크기만큼 0xC4 값으로 XOR 연

\Windows NT\CurrentVersion
CurrentVersion\SvcHost

산하여 복호화한다.

- 이름 : wMedia

복호화된 바이너리에는 C&C 서버 주소가 포함됐

- 값 : ViRobotUp

다.

2. ViRobotUp.dll

※ 하기 내용은 특정 레지스트리 값이 존재하는

(1) 서비스에 등록되어 실행되며 Thread
Thread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 키 : HKLM\SYSTEM\CurrentControlSet
CurrentControlSet
\Control\Pnp

(2)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이름의 뮤

- 이름 : Security

텍스를 생성한다.

- 값 : (암호화한 바이너리)

- 뮤텍스명 : KrCcdKKbll

- 복호화 로직 : [mem] XOR 0xC4
29

(6) C&C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얻는

에 덮어쓴다. 또한 복호화한 바이너리를 0x228

다.

Bytes 크기만큼 0xC4 값으로 XOR 연산을 하여
암호화한다. 암호화한 바이너리를 해당 경로의 값

(7) C&C 서버의 특정 페이지를 요청한다
요청한다.

으로 저장한다.

요청이 이루어지면 백도어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

- 키 : HKLM\SYSTEM\CurrentControlSet
CurrentControlSet

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Control\Pnp

명령 코드

기능

pstore

Internet Explorer 버전 및

- 이름 : Security
- 값 : (암호화한 바이너리)

계정 정보 수집
keylog

키로깅

info

네트워크 어댑터
어댑터,
Internet Explorer 버전,
프록시 서버
서버,
백신 프로그램 정보 수집

help

도움말 정보 출력

cd

경로 변경

dir

파일 및 폴더 정보 출력

md

폴더 생성

rd, copy

파일 복사

ren

파일, 폴더 이름 변경

[그림 10] 레지스트리 값

(8) 하기 내용은 (1)항목에서 실행된 Thread로부터

(11) 자신이 등록된 서비스 관련 특정 레지스트리

전달받은 값에 따라서 실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키를 삭제한다.

- 서비스 이름 : ViRobotUp

- 키 : HKLM\SYSTEM\CurrentControlSet
CurrentControlSet\
Services\ViRobotUp

(9)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이름의 이
벤트를 생성한다.
- 이벤트명 : bcfalxitEvent

[그림 11] 레지스트리 삭제
[그림 9] 이벤트 생성

(12) 자기 자신을 삭제한다
삭제한다.
- (시스템 폴더)\ViRobotUp.dll
ViRobotUp.dll

(10) (3)항목과 동일하게 특정 경로의 레지스트리
값을 확인한다. 해당 경로에 값이 존재하면 그 값
을 가져와서 0x228 Bytes 크기만큼 0xC4 값으로

작성자 : Nerovice, jojo, 유상무상

XOR 연산하여 복호화한다. 복호화된 바이너리에
는 C&C 서버 주소가 포함된다. 해당 경로에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정 바이너리를 0x1140 Bytes
크기만큼 복호화한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이름과
랜덤4자리 숫자를 조합하여 문자열을 생성한다.
생성한 문자열은 복호화한 바이너리의 시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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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확장자의 파일 탐색 후 FTP로
[그림 4] 실행 경로 확인

전송하는 악성코드

(4) 시스템 폴더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하기와 같

최근 특정 확장자의 파일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은 동작을 한다.

FTP로 전송하는 악성코드가 발견 되었다
되었다.

중복 실행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뮤텍스를 해제한

검색하는 확장자는 이미지파일과 핸드폰으로 촬영

다.

된 동영상 파일이다. 확장자의 파일을 검색하여
가져가는 악성코드는 주로 타겟 공격 이전에 정보

[그림 5] 뮤텍스 생성

수집을 위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많지만, 이미지 파
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조금의 차이를 보이

(5) 특정 레지스트리 경로에 새로운 값을 설정한

고 있다.

다.
- 키 : HKLM\SOFTWARE\
\Microsoft\Windows
- 이름 : System
- 값 : 32768
(6) 특정 경로에 자기 복사본을 만들며, 윈도우 시
작시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특정 레지스트리 경
로에 등록한다.
- (시스템 폴더)\svchost32.exe
svchost32.exe
- 키 : HKLM\SOFTWARE\
\Microsoft\Windows

[그림 1] 악성코드 흐름도

\CurrentVersion\Run
1. Malware.exe

- 이름 : svchost

(1) 실행시 인자로 입력된 파일을 삭제한다
삭제한다.

- 값 : (시스템 폴더)\svchost32.exe
svchost32.exe
(7) 시스템 폴더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critical” 인

[그림 2] 파일 삭제

자로 설정되고, 인자가 “critical
critical”인지 확인한 다음
(2)

감염

PC의

컴퓨터명과

사용자명을

해당되면 자기 복사본을 실행한다
실행한다.

“-

'der'gute'sir'harald'” 문자열과 조합한다
조합한다. 조합한
문자열은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뮤텍스명으
로 사용한다.
-

뮤텍스명

:

'69FE3AF73775424Administra
'69FE3AF73775424Administrator-

[그림 6] 실행 인자 확인 및 실행

'der'gute'sir'harald'

(8) 시스템 폴더에서 실행되면 특정 백신 관련 프
로세스가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강제 종료한다.

[그림 3] 컴퓨터명, 사용자명 수집

- TearTimer.exe
(3) 자기 자신이 시스템 폴더가 아닌 경로에서 실

- SpybotSD.exe

행되는지 확인한다.

- HijackThis.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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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특정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하는지 탐색한다.
- 확장자 리스트
jpg(JPG)

jpeg(JPEG)

bmp(BMP)

3gp

[그림 7] 파일 탐색
(10) 특정 문자열을 복호화한다.
복호화된 문자열은 FTP 서버의 주소
주소, ID, PW로 사
용한다.

[그림 11] 랜덤 폴더명
(컴퓨터명, 사용자명
사용자명, 랜덤 숫자)
(12)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특정 이름의 디렉토리
가 존재하는지 탐색하며, 존재하면 해당 경로를
특정 경로의 파일에 저장한다
저장한다.
- (시스템 폴더)\prior.ini
- 디렉토리명 리스트
icq

bild

pic

[그림 8] 복호화 로직

[그림 9] 복호화 전(위) / 복호화 후(아래)
(11) 특정 FTP 서버에 접속하여 특정 폴더를 생성
한 다음 (9) 에서 탐색한 특정 확장자의 파일을

[그림 12] prior.ini 파일

업로드 한다. 그리고 업로드한 파일의 원본 파일
확장자에 “x” 문자열을 덧붙여 저장한다
저장한다.

(13) 시스템 폴더에서 실행되면 “default” 인자로
설정되고, 인자가 “critical”인지
인지 확인한 다음 해당
되지 않으면 특정 레지스트리 경로의 키를 삭제하
고 종료한다.
- 키 : HKLM\SOFTWARE\
\Microsoft\Windows

[그림 10] 폴더 생성 및 파일
일 업로드

\CurrentVersion
CurrentVersion\Run\Tea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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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레지스트리 삭제

작성자 : peye,
eye, jojo, 유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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