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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Internet Explorer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83038)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위험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Internet Explor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를 사용
하여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
와 동일한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관리
자 권한으로 로그온한 경우 공격자가 영향 받는 시스템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 권한이 있
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6-105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83043)

위험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Edg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Microsoft Edge를 사용
하여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
와 동일한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06

Microsoft 그래픽 구성 요소용 보안 업데이트(3185848)

위험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웹 사이
트를 방문하거나 특수 제작된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
록 구성된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사용자보
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07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3185852)

위험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Offic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Microsoft
Office 파일을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의 컨텍스트
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적게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고객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08

Microsoft Exchange Server용 보안 업데이트(3185883)

위험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Exchange Server의 취약성을 해결 원격 코드 실행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공격자가 특수 제작된
첨부 파일이 포함된 전자 메일을 취약한 Exchange Server에 전
송할 경우 Exchange Server의 일부 기본 제공 Oracle Outside In
라이브러리에서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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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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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MS16-109

공지 제목 및 요약
Silverlight용 보안 업데이트(3182373)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Silverlight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음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Silverlight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된 공격
에 노출된 웹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강제로 사용자가 공
격에 노출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공
격자는 일반적으로 공격자의 웹 사이트로 유인하는 전자 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의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MS16-110

Windows용 보안 업데이트(3178467)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특수 제작된
요청을 만들어 대상 시스템에서 상승된 권한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면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11

Windows 커널용 보안 업데이트(3186973)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권한 상승
이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대상 시스템에서 특수 제작된 응
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12

Windows 잠금 화면용 보안 업데이트(3178469)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권한 상승
Windows

잠금

화면에서

웹

콘텐츠를

로드할

수

있도록

Windows가 부적절하게 허용하는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13

Windows 보안 커널 모드용 보안 업데이트(3185876)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정보 유출
Windows 보안 커널 모드가 메모리의 개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
는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S16-114

SMBv1 서버용 보안 업데이트(3185879)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Windows Vista, Windows Server 2008, Windows 7 및 Windows
Server 2008 R2 운영 체제에서 인증된 공격자가 특수 제작된 패
킷을 영향받는 Microsoft SMBv1(서버 메시지 블록 1.0) 서버로
전송할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은 다른 버전의 SMB 서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이후 버전의 운영 체제는 서비스 거부 공격의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15

Microsoft
(318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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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PDF

라이브러리용

보안

업데이트 중요
정보 유출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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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PDF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보거나 특수
제작된 PDF 문서를 열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16

VBScript

스크립트

엔진용

OLE

자동화의

보안

업데이트 위험

(3188724)

다시 시작해야 함

원격 코드 실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영향받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공격에 노출된 웹 사이트
또는 악성 웹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하는 공격자의 유도가 성공
하는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
습니다. 이 공지에 나오는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두 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지(MS16-116)의 업데이트와
MS16-104의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MS16-117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3188128)
이

보안

업데이트는

지원되는

모든

버전의

위험
Windows

8.1, 원격 코드 실행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RT 8.1
및 Windows 10에 설치된 Adobe Flash Player의 취약성을 해결
합니다.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6

다시 시작해야 함

02 월간 악성코드 이슈 동향
악성코드
해킹 침해 사고
취약점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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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다시 살아난 옛 트로이목마, 케르베르 공
격도 진행
오래된 은행 트로이목마가 무기화된 문서 페이로
드를 장착한 채 환생했다. 이 트로이목마는 암호
를 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랜섬웨어 공격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 트로이목마의 이름은 베타봇
(Betabot)으로 이미 2013년에 FBI가 공식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는 안티멀웨어 소프트웨어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새로운 키로거, 초보 범죄자들에게 절찬
리 판매 중
한 보안 업체가 새로운 키로깅 멀웨어를 발견했다
고 ‘유의하라’는 권고문을 발송했다. 감염된 컴퓨
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키스트로크를 캡처할 수 있
고, 다른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멀웨어라고 한다. 여기에는 암호 탈취, 스크린샷
캡처, 클립보드 및 웹캠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이 멀웨어의 이름은 아이스파이(iSpy)다.

를 무력화시키고 가상 기기 및 샌드박스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이스파이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시스템에 따라 키스트로크 기록을 통해
이번에 발견된 베타봇 역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암호는 물론이거니와 MS 오피스나 포토샵 같은

다. 악성 문서를 타고 퍼지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제품의 라이선스 번호도 훔치는 게 가능해진다.

암호를 훔쳐낸 후 악명 높은 케르베르(Cerber) 랜

여기에 더해 사용자 이름, 윈도우 버전, 설치되어

섬웨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다르다. 즉, 더 악질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 버전, 방화벽 정

적으로 변한 것. 한 보안업체는 “악성 문서로 암

보도 세세하게 수집,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호를 훔친후 랜섬웨어 공격까지 가하는 건 처음

FTP, SMTP, HTTP 프로토콜 등을 사용해 원격에 있

보는 경우”라고 했다. 베타봇은 기본적으로 브라

는 C&C 컴퓨터로 이를 전송한다.

우저 캐시에 저장된 크리덴셜을 수집하는 기능을

키로깅을 통해 웹 브라우저를 감시하면서 각종 인

하는 멀웨어다. 최근에는 이력서처럼 꾸며진 악성

터넷 서비스의 사용자 크리덴셜을 훔치는 건 아이

워드 문서(Word Document)를 통해 퍼지며, 워드

스파이나 기존의 키로깅 멀웨어나 비슷하다. 하지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시킨 사용자가 이 문서를 열

만 아이스파이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갔다. “특정

경우 활성화된다.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필요한 사용자 라이선스 번

베타봇처럼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된 암호를 훔치

호를 훔쳐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S 오피

는 멀웨어의 경우 암호 관리를 철저히 해도 소용

스나 어도비 포토샵 같은 제품들 말이죠.” 라고 보

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이다.

안업체는 설명한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693&page=1&kind=4

832&page=1&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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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웨어 우습게 봤다면? 큰 코 다칠 준
비
특정 광고만 노출시키는 멀웨어인 애드웨어의 제
작자들이 점점 더 교활해지고 있다고 한 보안 업
체가 발표했다. 유명 애드웨어 변종들이 오로라
작전(Operation Aurora)을 포함한 국가 정보기관
및 국가 후원 해킹 조직의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우회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 침해 사고
드롭박스, 2012년 해킹 사건으로 6천 8백
만 건 정보 유출
2012년에 일어났던 드롭박스(Dropbox) 정보 유출
사건으로 적어도 6천 8백만 건의 이메일 주소와
암호가 흘러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유출된
암호가 암호화되어 있는데다가 소금까지 뿌려져서
(salt 처리 됨 : 기존 암호장치 위에 덧입히는 추
가적인 암호장치) 다른 유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덜 치명적이긴 하다.

현재까지 분석된 바, 오로라 공격에서 사용되던
고차원 탐지 우회 기술을 사용하는 애드웨어들은
에니그마(Enigma)라는 랜섬웨어 변종을 운반하는

드롭박스는 지난 주, 2012년 이전에 드롭박스에

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뭔가 다른 목적이

가입한 사용자들 중 그 동안 암호를 한 번도 바꾸

있다면 애드웨어 따위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기술

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다음 로그인 때 암호를 바

을 장착하고 다시 나타난 것이 이해가 갑니다. 아

꾸라고 권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한 드롭박

마 이 다른 목적에 랜섬웨어만 있는 건 아닐 겁니

스 로그인에 사용하는 암호를 다른 웹 서비스에서

다.”

도 사용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암호를 사용할 것

한 보안 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탐지 우회 기술은

과, 드롭박스의 이중 인증 옵션을 활용할 것을 권

“샌드박스도 쉽게 우회하고, 바이너리를 활용한

장하기도 했다.

침입 탐지 기술들도 우습게 따돌릴 정도”라고 한

처음 드롭박스가 2012년에 일어난 보안 사고에

다. 또한 일단 최초 침입에 성공하면 여러 보안

대해 보고했을 때 “누군가 암호를 훔쳐 엉뚱한 사

통제 장치를 피해 추가 페이로드를 설치하는 것도

람의 계정으로 접근했고, 이 계정에는 사용자 이

가능해 종국엔 기계 전체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메일 주소가 다수 저장된 문서가 들어 있었다”고

“애드웨어라고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밝혔다. 게다가 처음에는 ‘적은 수의 이메일 주소

이번 발견에 따른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이 점이

만 그런 식으로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것이 이번

라고 거듭 강조한다. “멀웨어와 공격 전략을 결합

주 갑자기 6천 8백만 건으로 불어난 것이다.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해이함에 큰 대가를

한 보안 업체는 “2012년 사건이 이제야 드러났다

지불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한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895&page=1&kind=4

685&page=1&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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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DDoS공격 받아 베틀넷 서버 다

해외직판 서비스로 주목 받던 티쿤, 해킹

운돼

으로 타격

최근 오버워치로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

해외직판 솔루션 플랫폼인 티쿤의 일본법인 애드

임 회사인 블리자드가 서비스 거부공격에 의해 일

프린트가 해킹을 당해 1만4000명의 고객카드 정

요일 Battle.net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목받던
해외직판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안 강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자드 측은 "우리는 현재 게임에 대기호출시간
/연결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공급자
에 대한 DDoS공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트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카드(크레디트) 번

위터를 통해 밝혔다.

호, 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

Battle.net은 오버워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하쓰

로 알려졌다.

스톤: 히어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의 블리자드의

티쿤 측에서 해킹 사과공지를 올린 후 다수 미디

유명 게임들이 운영되고 있는 서버로 한 주에 블

어에서 이 사실이 기사화됐고, 일본 야후 실시간

리자드의 서버가 세번 다운됨에 따라 게이머들은

검색어에 ‘애드프린트’가 2위에 오를 만큼 화제의

불편을 겪게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해 소셜 미디어

중심에 섰다. 특히, 발표 당일 평소 매출의 70%로

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회사의 서버에 특화되어있는 Lizard Squad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카드정보를 해킹 당

의 분체인 Poodle Corp가 이 공격의 주체인 것으

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1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

로 알려지고 있다. 트윗에서 Poodle Corp는 만약

고 있으며, 해킹 당한 카드를 재발급하는 비용(건

2,000개의 리트윗이 이루어진다면 Blizzard의 서버

당 2만 7천 원 가량)은 티쿤이 부담할 것으로 알

를 릴리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Poodle Corp

려졌다.

는 공격을 멈추었다.

이와 관련 티쿤 관계자는 “보안을 소홀히 한 책임

블리자드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이 있다. 이로서 일본 고객과 한국의 티쿤 이용자

아니다. 8월말 비슷한 서버 다운 공격을 당했었고,

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사건을 전화위

이전에는 패스워드에 대한 공격을 당한 전례도 있

복의 계기로 삼아 한층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고

다.

객과 이용자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출처 :

밝혔다.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

출처 :

dxno=1589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819&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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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도대체 뭐길래? 제로데이 취약점

취약점
국내 DRM 솔루션, 문서 유출 취약성 알
면서도 방치
문서보안

솔루션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서 문서 유출
이 가능한 취약점이 방치된 채 이용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내 DRM 제조사들이 고객사의 성능개선
요구로 인해 API에 대한 검증 기능을 빼고 공급해

공개로 ‘난리’
추석 연휴 전에 공개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소
프트웨어 MySQL의 제로데이 취약점으로 인해 추
석 이후 정상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 기관·기업들
의 보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아직 패치
가 발표되지 않은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이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보안점검이 요구되는 상
황이다.

나타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문서가
열람된 상태에서 API 후킹을 이용한 유출이나
DRM 자체를 무력화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MySQL에서 이번에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은 크
게 두 가지다. 보안전문가인 다위드 골룬스키
(Dawid Golunski)가 공개한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원격에서 my.cnf 환경설정 파일을 조작함으로써
루트 권한을 탈취해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CVE-2016-6662로 명명된 이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DRM 설계상의 한계에

번 취약점을 해커가 악용할 경우 MySQL를 완전

의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열람 권한을 가진 이

히 장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용자가 문서를 열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하게

또 다른 취약점(CVE-2016-6663)은 앞서 설명한

설계된 API를 이용해 열람한 문서를 DRM이 해지

CVE-2016-6662의 익스플로잇을 훨씬 쉽게 할 수

된 상태로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있는 취약점이다. 결국 앞서 설명한 취약점을 더

기업에서 DRM이 사용될 때는 API 차단 기능들이

욱 쉽게 악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취약점인 셈이

적용 안되거나 축소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다.

나고 있다. 그 이유는 API 차단 기능이 이용자 시

해당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MySQL 버

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은 5.7.14, 5.6.32, 5.5.51으로, MySQL 디폴트 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원래 DRM 제품에는

경설정에서 발견된다.

API 후킹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돼 있지만

이번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발생할 가

이런 기능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PC가 느려진다

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오라클 측은

는 이유로 고객사 측에서 먼저 기능을 빼달라고

하루 빨리 패치를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444

803&page=1&kind=1

11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OpenSSL 보안 취약점 14개 발견...업데이
트 필수
네트워크를 통한 암호화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OpenSSL에서 취약점이 발생했다. 문
제가 된 취약점은 서비스 거부 공격 취약점, Outof-bounds 읽기/쓰기 취약점 등 총 14개의 취약
점이다.

보안 위협
가짜 네이버 로그인 사이트들 최근 급격
히 증가…정보유출 주의
지난 몇 년간 네이버 계정탈취를 위한 가짜 로그
인 사이트들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개
월 간 상당히 많은 수치의 가짜 네이버 로그인 사
이트들이 확인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네이버 계정탈취를 위한 피싱페이지 공격 같은 경
14개의 OpenSSL 취약점에 대한 보안업데이트는

우에는 정상 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를 유사하게

이미 발표됐으며, 해당 취약점은 다음 등이 있다.

만든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많은 양의 OCSP 요청을 보낼

훔치는 공격을 의미한다. 실제로 피싱 페이지를

경우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CVE-

살펴보면, 로그인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이 동일

2016-6304)

하고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부분에 공격자가 계정

△특수하게

조작

된

레코드를

보낼

경우

정보를 받기 위해 확보해놓은 서버로 전송한다.

SSL_peek의 결함으로 인해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참고로, 네이버 계정탈취를 통해서 공격자는 APT

수 있는 취약점(CVE-2016-6305)

공격, 스팸메일, 광고성 홍보 등 다양한 곳에 유용

△3DES

지원하는

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편결제의 확산에 따

SSL/TLS 프로토콜에서 SWEET32 공격이 가능한

라 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 탈취도

취약점(CVE-2016-2183)

가능한 상황이라 사용자들의 높은 주의가 필요하

△MDC2_Update() 함수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

다.

해 Out-of-bounds 쓰기가 가능한 취약점(CVE-

기업 및 기관의 경우 인터넷 접속 시 사용하는 공

2016-6303)

인 IP에 감염 기록이 있을 경우 알려지지 않은 악

△tls_decrypt_ticket 함수에서 티켓 길이 검증이

성코드가 내부 망에 감염된 상태일 수도 있다. 악

미흡하여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성코드 감염 이후 정보의 전달이나 기록을 남기는

(CVE-2016-6302)

것이 모두 공인 IP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내부의

해당

대칭암호의

영향

받는

스위트를

버전은

사설 IP를 특정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부 감염

OpenSSL 1.1.0, 1.0.2, 1.0.1이며, 각각 1.1.0a, 1.0.2i,

이 있었음은 분명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정보유출

1.0.2u로 업데이트해 해당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

과 내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담당자들의 높

다.

은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

873&page=1&kind=1

dxno=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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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이버 공격 패턴은 정보 조작? 혼

모 그룹 웹페이지 카운터링크, 40여 곳

란이 다가온다

사이트에 삽입돼…주의

다른 나라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공공부

지난주에는 네이버 계정탈취 피싱 사이트와 CK

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없이 지평선 너머로 또 다

Exploit Kit의 활동이 감소한 반면, 카운터링크와

른 사이버 공격의 폭풍이 스멀스멀 몰려오는 것이

Sweet Orange Exploit Kit의 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눈에 보일 정도의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확인되었다. 그 중 카운터링크가 40여 개 사이트

공격자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력을 앞세운 공

에 삽입되어 있어 MalwareNet을 형성한 것으로

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특히 금

분석되었다.

융, 의료, 정부기관의 데이터가 주요 목표가 될 것
이라고 설파한다. 그럼에도 우리 산업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 보안 업체는 “카운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에 사전준비 목적으로 사용되고 차후 공격링크로
변경되면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할
훔친 사용자 암호, 커스터마이징된 멀웨어 등 사

필요가 있어서 한국 인터넷 위협은 ‘주의’로 계속

이버 공격에 각종 무기가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리 탄탄한 네트워크라도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지난 9월 3일에는 7월 16일에 발견된 XXXX그룹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금융기관의 것이든

특정 웹 페이지에 들어간 카운터링크가 약 40여

핵 발전소이든 말이다. 게다가 대부분 기업들이

곳의 사이트에 삽입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

네트워크를 분리화하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은 곧

었다”고 공개하고 “공격자가 카운터 링크를 삽입

바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 보물창고를 찾아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이트에 트래픽을 관찰해 단시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고객 정보가 저장된 데이

간 내에 많은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노출시키기 위

터베이스다.

한 초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카운터링크가 삽

정보 조작 공격이 생소하게 들려서 비현실적으로

입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여행사 사이트가 가장

들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이는 피부에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와 닿을 정도로 현실적인 위협이다. 게다가 금전

카운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악성코드 유

적인 이득과 같은 것이 동기가 아니다. 애초부터

포지/배포지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게 목적일 정도로 악의성이 다분

예의주시를

하다. 주요 산업들에서 이런 공격이 성공한다면

MalwareNet을 형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사회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것은 당연하다.

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1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

789&page=1&kind=4

dxno=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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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차 변종 Locky 랜섬웨어 국내 유포 주의
□ 개요
최신 2차 변종 록키(Locky)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다. 새롭게 유포되고 있는 록키 랜섬웨어는 기존 1차
변종의 암호화 확장자인 ".Zepto" 형태에서 ".odin" 형태로 발전되었다. 해당 랜섬웨어는 최근 국내에 유
입되기 시작한 선다운(Sundown) 익스플로잇 킷을 통해 웹사이트 방문 시 감염되는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또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형태로도 함께 유포 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내 주요 자료들의 파일이 암호화되고 확장자가 ".odin"으로 변경된다. 또한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모든 파일 이름을 변경하여 원래의 파일을 식별하기 어렵다.
[감염 후 파일 이름]
(사용자 식별값 세 섹션)-(랜덤 값 두 섹션).odin

.
[그림 1] 암호화된 파일
모든 파일의 파일명 및 확장자가 변경된 후 사용자에게 감염여부를 알린다.

[그림 2] 감염 확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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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Tor Browser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암호 해독 페이지에 접근할 경우 바로 한글화 페이
지로 안내된다. 또한 암호화하는 파일 확장자 목록에 한글 문서 파일인 "hwp" 파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에서 국내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암호 해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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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암호화하는 파일 확장자 목록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Locky.151040.K
Trojan.Win32.Locky.212992.D 외 다수

작성자 :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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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랜섬웨어 공주(Princess) 랜섬웨어 감염 주의
□ 개요
국내 사용자들을 겨냥하여 제작된 신종 랜섬웨어인 “공주(Princess)” 랜섬웨어가 발견되었다. 공주 랜섬
웨어에 감염되면, 암호화된 파일들에 대한 복호화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2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
로 볼 때 감염 대상에 한국이 포함 된 것을 알 수 있고, 국내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용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내 주요 파일이 AES-128 대칭키 암호화방식으로 암호화된다. 또한 암호화된 파
일의 확장자는 5자리의 랜덤한 확장자명으로 변경된다.
[감염 후 파일 이름]
원본 파일명.(5자리 랜덤 확장자)

[그림 1] 암호화된 파일
해당 랜섬웨어는 리그(RIG) 익스플로잇 킷을 통해 웹 사이트 방문 시 감염되는 방식으로 유포되며 그
외에도 기존의 랜섬웨어들처럼 스팸메일을 통해서도 유포되고 있다.

특히 이번 랜섬웨어는 기존 랜섬

웨어보다 비싼 3비트코인(약 200만원)의 복호화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2배인 6비트코
인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또한, 기존의 투박했던 랜섬웨어 디자인과는 다르게 “공주(Princess)”라는 이름
을 가진 만큼 세련된 디자인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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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염 후 안내 페이지

[그림 3] 안내언어 선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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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격안내 페이지

[그림 5] 암호화하는파일 확장자 목록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PrincessLocker

작성자 : 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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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 데스크 운영하는 하데스 랜섬웨어 주의
□ 개요
드라마 "유령"으로 친숙한 천재해커 "하데스(Hades)"와 이름이 동일한 랜섬웨어가 등장하여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하데스(Hades) 랜섬웨어는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며 감염 시 PC내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HL(5자리랜덤)"으로 변경한다.

[그림 1] 암호화된 파일

[그림 2] 암호화하는 파일 확장자 목록
감염 후 안내에 따라 복호화 페이지에 접근하면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감염
된 사용자가 보다 쉽게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 "복호화 테스트", "복호화 튜토리
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여 복호화에 대한 사용자들의 질문에 적극 대응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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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호화 페이지 메인

[그림 4] Helpdes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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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ecryption Tutorial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S.HadesLocker

작성자 :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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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과 보안
머신 러닝의 가능성, 그리고 보안
2016년 3월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
생하였다. 바로 이세돌 9단과 딥러닝 기반의 인공
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경기가 벌어졌고, 이세
돌 9단은 4:1의 전적으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인
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바둑의 아성이 인공지
능에 무너지게 되었다.

보안 컬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이 바로 기계 학
습으로 기계 학습은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이다.
기계 학습은 일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의 성능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계 학습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분류와 군집화이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맡았을 때
도 인간을 대신해서 프로그램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알파고 vs 이세돌
[그림 3] 분류와 군집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대결에 더 열광하
고 환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IBM에서 제작
한 딥 블루에게 체스 챔피언을 빼앗긴 것은 이미

위의 특징 덕분에 보안 시장에서도 기계 학습에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해당 기술을 탑재하려는 기업

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바로 인공지

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미 진행하고 있던

능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알파고를 통

기업들도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렇

해 이를 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

다면 머신 러닝으로 보안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었다는 점이다.

가 있을까?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인공지능은 모든 가능성
을 예측하는 수 읽기였다. 수 읽기는 컴퓨터 하드
웨어의 성능에 의존되었으며 경우의 수가 많아지
면 많아질수록 이를 계산하는데 한계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림 4] IBM의 인공지능 Watson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습을 습득하는 프로그
램일 것이다. 보안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실
[그림 2] 경우의 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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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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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필요한 것은 악성으로 확정된 악성 프로그

프로그램이 하는 행동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악

램들이다. 머신 러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데이

성이라 판단이 되면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터들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악

방식은 새로운 패턴에 대한 대응에 가능성을 높여

성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준다. 위의 방식을 머신 러닝 학습에 적용한다면

욱 정교한 분류를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분류

악성 프로그램의 분류가 더욱 수월해 질것이다.

를 위한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악성코드를 분류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 했지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완성이 될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도 있다. 알파고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정교한 바둑을 두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 판을 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확성이다. 정확성에 확신이 없는 채로 1개의 허
점이라도 생기게 되면 대규모 정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5] 알파고 학습 원리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보안 제품에 적용
시키는 건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림 7] 영화 아이로봇의 인공지능 로봇
[그림 6] 알파고 학습 원리2
여기서 의문점은 ‘악성코드의 어떤 점을 학습할
것인가?’ 이다. 일반적으로 보안 시장에서 사용하
고 있는 것은 백신이나 행위기반 시스템 등을 통
한 악성 코드의 차단인데, 분류하는 방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첫 째는 코드의 형태를 파
악해서 분류하는 패턴화 방식이다. 이러한 패턴으
로 판별하는 경우 같은 악성행위를 하는 복제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다. 영화
A.I나 아이로봇에서 나오는 로봇들의 인공지능만
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연구되는 분야이다. 국내에
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
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다 보
면 보안의 정확도와 자동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악성임을 판단하기 쉬운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새로운 패턴형태를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행위
기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코드가 실행되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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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사칭한 백도어
몇 달 전 원격제어 도구인 T사의 프로그램을 이
용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T사의 프로그램을 통
[그림 4] 암호화 된 설정 값

한 해킹 사건은 해당 프로그램이 발급하는 식별자
와 4~6 자의 랜덤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대입
해 제어권을 취득한 반면 이번에 발견한 악성코드

복호화에 이용하는 클래스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는 정상적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취약점이나 이

클래스를 이용해 복호화 한다.

메일 등을 통해 배포 및 감염시켰다. 해당 원격

MD5CryptoServiceProvider

ComputeHash

제어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원격 제어의 영역인 키

FromBase64String

RijndaelManaged

보드 마우스 제어 이외에도 프로세스 및 메모리
영역 직접 제어가 가능해 단순 원격 제어를 넘어
운영체제 및 프로세스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도구임이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표 1] 설정값 복호화를 위한 클래스
위의 클래스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연산으로 복호
화 한다.

1. Malware
(1) 해당 악성코드는 외부 아이콘만으로 확인했을
시 카카오톡을 사칭한 악성코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악성코드의 아이콘
(2) 악성코드를 실행할 시 리소스 영역의 특정 바
이너리를 메모리에 적재해 압축된 바이너리를 압

[그림 5] 설정 값 복호화를 위한 로직
작성한 로직으로 암호화 된 설정 값을 복호화 하
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축 해제한다.
[그림 6] 복호화 된 설정 값
(3) 복호화 된 설정 값에서 파싱한 서버에 연결을
[그림 2] 메모리 적재 및 압축 해제

시도한다. 이후 수신되는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악성행위를 한다. 해당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3) 압축 해제된 바이너리가 적재된 메모리 영역

일반적인 백도어와는 다르게 제어 모듈을 각각의

에 실행 권한을 주어 실행시킨다.

메서드에 구현했다.

[그림 3] 실행 권한 부여
(4) 메모리에 적재 된 바이너리가 실행 될 경우
먼저 암호화 된 설정 값을 읽어 들여 복호화 한다.
[그림 7] 마우스를 제어하는 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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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키 입력 및 클립보드 탈취 메서드
해당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그림 7]과 [그림 8]의
마우스, 키보드 입력 제어 이외에도 지정 프로세
스의 메모리 영역을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기능 또
한 포함 되어있다.

[그림 9] 프로세스 메모리 변경 메서드
또한 메모리 제어뿐만 아니라 파일 제어 기능도
있으며 다운로드 및 실행 기능도 포함 되어있다.

[그림 10] 파일 제어 및 프로세스 실행 메서드

작성자 : Razor

29

06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Dex를 해부해보자

30

Security Magazine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요한 섹션이다. 따라서 dex 파일의 사이즈는 최

Dex를 해부해보자

소한 112 바이트 사이즈보다는 커야 한다.

세상에 안드로이드가 그 모습을 드러낸지 8년,
애플의 iOS를 앞지르고 시장의 84%를 차지할
만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iOS와는 달리 태생적으로
[그림 2] 헤더 112바이트

많은 부분이 오픈 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수많은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 앱들

헤더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작하는 8바이트를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악성 앱 분

magic(dex_file_magic)이라 부른다. [그림 3]에서

석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듯이 “0x64 0x65 0x78 0x0a 0x30 0x33 0x37

나날이 늘어나는 악성 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

0x00” (dex\n037\0) 의 바이트 열을 확인할 수

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classes.dex 파일의 구조

있으며, 이것은 해당 파일이 dex 파일 포맷임을

를 실제로 확인하여 분석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

알 수 있다.

을 갖도록 하겠다.
안드로이드 앱의 파일 포맷인 APK 파일 내부에
는 실제 안드로이드 앱 실행 코드인 classes.dex

[그림 3] magic 시그니처

파일이 존재한다. dex 파일 포맷은 [그림 1]과
같이

헤더,

String_ids,

Type_ids,

Proto_ids,

[그림 4]는 magic과 현재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Field_ids, Methods_ids, class_defs, data로 구성이

파일 부분에 대한 체크섬(adler32 checksum) 부

되어 있다.

분(4바이트)으로 dex파일의 변조 여부를 체크하
기 위해 사용 된다.

[그림 4] 체크섬
[그림 5]는 시그니처 부분으로 SHA-1 해쉬값이
쓰여있다.

해당 해쉬값은 현재 필드를 포함한

이전 필드 외의 파일 전체에 대한 값으로 고유
파일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며 총 20바이트이다.
[그림 1] dex 파일 포맷
안드로이드 앱 실행 코드는 [그림 1]에 보이는
모든 섹션의 값들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에
각 섹션의 내용을 하나 하나씩 순서대로 파이썬

[그림 5] 시그니처

을 통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헤더는 classes.dex 파일의 첫 112바이트로 각

시그니처 다음으로는 총 4바이트 필드에 파일

최상위 아이템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

크기가 바이트 단위로 저장되어 있으며, 아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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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x4F4(1268byte) 이다. 이는 실제 파일[그
림 7]과 비교 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파일 사이즈

[그림 11] Strings_ids 필드 (size, off)
dex 파일은 문자열 전체를 하나의 섹션에서 관

[그림 7] classes.dex 파일 사이즈

리 하고 있는데, 먼저 사용된 문자열 리스트 중
에 첫 문자열의 위치와 총 문자열의 개수를

다음은 헤더사이즈가 기록된 부분으로 총 4바이

string_ids 필드를 통해 그 해당 정보 확인이 가

트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dex

능하다. 헤더 섹션의 0x38 부분에서 시작하여 8

파일 헤더 사이즈는 0x70바이트(112바이트)로

바이트의 정보가 String IDs의 주요정보를 가지

고정되어 있다.

고 있다. 첫 번째 4바이트는 사용된 전체 문자열
의 개수(0x1A개), 두 번째 4바이트는 전체 문자
열 리스트의 시작 위치(0x70)이다. [그림 11]를

[그림 8] 헤더 사이즈

통해 알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문자열 리스트의
시작 위치는 0x70 이며, 해당 위치로부터 각 4

최상위 아이템들을 정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마

바이트씩 0x1A(26)개의 각 문자열의 위치 주소

지막 부분으로 엔디안 태그(endian_tag)로 불리

값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며, 태그 값인 0x78 0x56 0x34 0x12 이 순차적으

헤더의 사이즈가 0x70(112)바이트이기 때문에,

로 명시되어 있다.

헤더 섹션 다음으로 바로 문자열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담긴 string_ids 섹션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엔디안 태그(0x78,0x56,0x34,0x12)
현재까지 확인해 본 헤더 부분을 [그림 10]을 통
해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12] string_ids 섹션
오프셋 0x70으로 시작하는 string_ids 섹션의 첫
번째 4바이트를 확인해 보자. 0x70 위치의 4바이
트 값은 [그림 13]의 하이라이팅된 영역의 역순
값인 0x2D8 이다.

[그림 10] 헤더 – Part 1
string_ids 필드인 [그림 11]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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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두 번째 문자열
이러한 루틴으로 string_ids_size의 값만큼 앱에
서 사용된 문자열을 확인 가능하다. 예로, 이번
예제의 경우 총 26개의 문자열 중 20번째의 문
자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x60 + (0x04 * 19) =

[그림 13] 첫 문자열의 저장 위치

0xC4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오프셋 주소 값을

0x2D8는 전체 문자열의 첫 문자열이 저장된 위

참고하면 된다.

치의 오프셋을 의미한다. 문자열이 존재하는 위
치를 확인해 보면 첫 1바이트는 문자열의 Null
이 포함되지 않는 문자열의 길이가 저장되어 있
으며, 바로 이어서 실제 문자열이 등장한다.

[그림 16] 20번째 문자열 오프셋

[그림 14] 첫 번째 문자열

[그림 17] 20번째 문자열

즉, 첫 번째 0x08는 문자열이 길이가 8바이트

지금까지 dex의 헤더와 string_ids 섹션 부분을

임을 나타내고, 실제 문자열은 “<clinit>” 임을

알아 보았다. 때때로 대상 앱의 난독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Null 문자열 이후의 두

인해 분석 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dex 파일을

번째 문자열로 예상되는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분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ex 파일 분석은

해당 offset 위치는 0x2E2 이며 실제 string_ids

매우 중요하다. 다음 매거진에서는 string_ids 이

섹션에

후 섹션인 Type_ids 섹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비교해

보면

string_ids의 두 번째 정보와 맞지 않음을 알 수

다.

있다. 그 이유는 string_ids 섹션에서 나열되어
있는 문자열의 offset 주소 값은 해당 스트링의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이다.
String_ids 기준으로 두 번째 스트링의 오프셋
값은 0x32B이며 해당 주소에는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길이 6바이트의 두 번째 문자
열 “<init>”가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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