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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16-118

10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Internet Explorer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92887)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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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
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6-119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92890)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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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6-120

Microsoft 그래픽 구성 요소용 보안 업데이트(3192884)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

Microsoft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NET 원격 코드 실행

Framework, Microsoft Office, 비즈니스용 Skype, Silverlight 및
Microsoft Lync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특수
제작된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사
용자는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21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3194063)

긴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Offic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Microsoft Office 소프트웨어가 RTF 파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는 경우 Office 소프트웨어에 Office RTF 원격 코드 실행 취약
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S16-122

Microsoft 비디오 컨트롤용 보안 업데이트(3195360)

긴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Microsoft 비디오 컨트롤이 메모리에서 개체를 적절하게 처리하
지 못하는 경우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원격 코드 실행이 허
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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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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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공격자는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파일 또는 웹 페이지나 전자
메일 메시지의 프로그램을 열도록 먼저 유도해야 합니다.
MS16-123

Windows 커널 모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3192892)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권한 상승
이러한 취약성 중 더 위험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영향받
는 시스템에 로그온하여 취약성을 악용하고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24

Windows 레지스트리용 보안 업데이트(3193227)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권한 상승
이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중요한 레지스트리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25

진단 허브용 보안 업데이트(3193229)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권한 상승
이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템에 로그온한 후
특수 제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26

Microsoft 인터넷 메시징 API용 보안 업데이트(3196067)

보통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정보 유출
Microsoft 인터넷 메시징 API가 메모리의 개체를 부적절하게 처
리하는 경우 정보 유출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디스크의 파일 유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MS16-127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3194343)
이

보안

업데이트는

지원되는

모든

버전의

긴급
Windows

다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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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6-128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3201860)
이

보안

업데이트는

지원되는

모든

버전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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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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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스마트폰 1만 3,501대 감염! 최악의 공유
기 해킹 사건 터졌다
그간 줄곧 지적되어 왔던 공유기 취약점을 악용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
욱이 이번 사건은 공유기 해킹을 바탕으로 스마트
폰을 감염시키고, 포털 계정을 생성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해킹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온라인 쇼핑몰 6천여 개, 결제 정보 훔치
는 악성코드에 감염
약 6,000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결제카드 정보를
훔치도록 만들어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1년 전 네
덜란드 연구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 연구원
은 당시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침투한 3,501
곳의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했다. 하지만 현재 상
황은 더 악화됐다.

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지난 2016년 2월 12
일부터 6월 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공유기를 해
킹, 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허위의 포털사이트
로 접속하도록 유도해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감염
된 스마트폰 1만 3,501대로부터 포털 사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수신 받아 총 1만 1,256개의
포털계정을 부정 생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
경찰은 감염 스마트폰의 규모로 판단할 때, 최소
한 수천대 이상의 공유기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관리상태가 허
술한 가정용 공유기가 해킹됐을 것으로 추정되지
만, 커피숍 등 공공장소의 공유기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유기를 해킹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범죄가
지속적으로 진화해 감에 따라 공유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023&kind=&sub_kind=
7

올 3월까지 감염된 쇼핑몰 수는 4,476개로 약 30%
가까이 늘어났고 현재는 5,925개에 달했다. 한 보
안 전문가는 2015년 해커들이 결제카드 정보를
획득했던 쇼핑몰은 750개가 넘었고 이러한 유형
의 활동이 수 개월간 발견되지 않은 채 계속 운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이 상
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악성코드가 URL에서 확인 페이지만
을 가로챘다. 그는 “최신 버전 역시 파이어체크아
웃(Firecheckout), 원스텝체크아웃(One step check
out), 페이팔(Paypal) 같은 대중적인 결제 플러그
를 확인해 준다”고 전했다.
악성코드는 콘텐츠 관리 솔루션이나 웹사이트 주
인이 패치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에 알
려진 취약점을 이용해 설치된다.
출처 :
http://www.ciokorea.com/news/31580

Security Magazine
변종 또 나온 코브터, 이번엔 악성 매크
로 활용
지난 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시스템을 감염시켜
왔던 코브터(Kovter)라는 멀웨어 샘플을 연구하면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 침해 사고
티켓몬스터 계정 아이디 대량 도용... 온
라인 상품권 3750만원 상당 피해·경찰 수

공격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항상 방어자보다

사착수

앞서갈 수 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코브터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티몬에서

약 2년 전에 출현한 멀웨어로 처음에는 화면을

판매한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대량으로 아이디가

잠그고 FBI나 경찰 수사국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

도용됐다.

자를 협박하는 기본 방식을 탑재하고 있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8월 해커들이 티켓
몬스터에서 10만 원짜리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비
밀번호를 빼돌려 게임 사이트 유료 결제 등에 사
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커들은 이 업체 이용자들이 쓰는 66개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이트에 접속해 총 375장
(3750만원)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고객 모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티켓몬스터는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8%
할인해 파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때 2만

여기에 각종 범죄자들이 다양한 ‘응용 범죄’를 시

8000여 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

도했는데, 클릭 사기, 멀버타이징, 데이터 암호화

이트 외에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도 유사한

랜섬웨어와 결합되거나 추가 멀웨어 설치 툴로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

활용되는 게 대표적이었다.

다.

한 보안 업체는 최근 이런 코브터가 새로운 ‘응용

경찰청은 해커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빼돌린 고객

기법’을 추가했다는 소식을 커뮤니티에 알려왔다.

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티켓몬스터

“지난 주, 약 4일에 걸쳐 문서의 악성 매크로 기

계정에 접속했는지 티켓몬스터 서버 자체를 해킹

능을 통해 코브터가 퍼지는 걸 상당히 많이 포착

했는지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했습니다. 이 경우 표적형 이메일 공격 또한 동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해킹 범죄가 있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었는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8월에도 코브터가 대규모로 극성을 부린

티켓몬스터는 피해 회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모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코브터는 크롬이나 파

두 보상했으며 해당 사건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

이어폭스 업데이트 파일인 것처럼 위장을 했지,

호가 도용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서의 악성 매크로로 작동되는 건 아니었다. 모

티몬은 회원 수 9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소셜

피섹의 부회장인 마이클 고렐릭(Michael Gorelik)

커머스 업체로 2014년에도 해킹으로 회원 113만

은 “감염되려면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한 채 문서

명의 아이디와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내 이미지도 클릭을 해야 한다”고 감염 방식을 설

적이 있다.

명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610110846492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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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레딧, CNN 마비케 한 대규모 디
도스 공격!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업체인 딘(Dyn)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아 미국 동부지역의 근거지를 두
고 있는 메이저 웹 사이트들에서 장애가 나타났다.
옥타(Okta), CNN, 핀터레스트, 레딧, 트위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터넷이라는 인프라 구조 자체
의 주요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이 벌거숭이처럼 드러났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위협
웹캠이 욕을, 냉장고가 악성메일을…'IoT
해킹시대'
2013년 8월 미국 휴스턴의 한 가정집 아기가 자
고 있는 방에서 갑자기 욕설이 튀어나왔다. 부모
와 따로 자는 아기의 수면상황을 살피기 위해 설
치한 CCTV(폐쇄회로화면) '베이비모니터'를 해킹한
해커가 기기를 조작해 욕설을 퍼부었다. 무선인터
넷(와이파이) 제품의 약점을 해커가 파고들었다.

인터넷으로 가전기기와 자동차, 의료기기 등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딘이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란 웹 사

IoT)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킹위험도 늘고 있다. 해

이트의 이름을 실제 인터넷 주소로 변환해주는 것

킹의 표적이 컴퓨터와 서버에 집중된 이전과 달리

으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웹 사이트를 접

IoT 시대에는 사람 주변의 모든 물건이 표적이 될

속하려고 할 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로

수 있다.

바꿔줘서 브라우저가 성공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우리 경찰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사상 최초로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oT 보안위협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다. 특히 베이

딘에 의하면 딘이 관리하던 미국 동부 해안 지역

비모니터 해킹같이 가정 내 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의 DNS 고객들 대부분 이번 디도스 공격의 영향

집주인의 부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활용

을 받았으나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20분 모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도스 공격에서도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IoT 기기를 동원하면 최대 수십억 대를 동원할 수

디도스 공격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딘의 서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도 ‘정상 상태로 복구’된 건 아니라고 한다.

또 IoT 냉장고를 동원한 스팸 메일 발송사건처럼

그러므로 여러 웹 사이트 고객들 및 방문자는 잘

모든 기기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도구와 표적이 될

못된 경보를 받거나 원활치 못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경고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

가능성이 남아있다.

된 모든 장치는 해킹의 표적이 된다고 경찰은 설

출처 :

명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출처 :

117&page=1&kind=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201610080121594599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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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회원 은행들의 위험, 아직 끝나지

또 다른 드론 공격 시나리오! 3D 프린터

않았다

를 공격하라

한 보안업체가 이번 주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

이스라엘의 벤구리온대학(Ben-Gurion University)

정) 네트워크를 표적 삼아 공격을 하는 해킹 단체

과

를 발견했다. 이들은 올해 초 방글라데시 중앙은

South Alabama),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기술디자인

행에서 수천만 달러가 도난 당한 사건 당시 공격

대학(Singapore

자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보

Design)의 연구원들이 3D 프린터로 만든 드론 부

도했다.

품들을 공격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의

사우스알라바마대학교(University
University

of

Technology

of
and

공격 시나리오를 밝혀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기
술 백서와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연구원들은 보통의 사이버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이 단체는 올해 1월초부터 오디나프(Odinaff)라는

피싱 이메일 기법을 활용하여 3D 프린터를 제어

고급 트로이목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를 공격했다. 물론 이 3D

다. 특히 다양한 조직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프린터를 제어하는 컴퓨터에는 드론 제품의 블루

데에 이 멀웨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조

프린트도 들어 있었다.

직들이란 대부분 금융 및 은행 관련 단체들이며,

멀웨어를 통해 연구원들은 시스템에 침입했을 뿐

이런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이뤄가는 서드파

아니라 프로펠러의 블루프린트도 찾아내 다운로드

티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그 블루프린트를

방식이 비슷하긴 하다는 것 외에 올해 초 일어났

바꿔서 원래 블루프린트와 바꿔치기했다. 실제 3D

던 공격과 이번에 발견된 오디나프 공격이 같은

프린트로 인쇄를 하게 되면 부실한 결과물이 나올

사람들 혹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 단정 지을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컴퓨터를 통해 제작되는 프로펠러가 드론에 장

오히려 오랜 동안 금융 기관 및 단체들을 공격해

착되었을 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드론이 얼마

온 것으로 악명 높은 카바낙(Carbanak)의 툴 및

가지 못해 추락해 부서진 것. 특히 드론 제조에

수법과 닮아있다고 설명한다. “툴과 인프라 구조가

3D 프린트 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대

카바낙의 그것과 일부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

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니다.”

내고 싶었다고 연구원들은 설명한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030

112&page=1&kind=4

10

Security Magazine
‘오래된’ 오픈SSH 취약점과 ‘최신’ IoT 결
합...신종 사이버공격 공포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
되는 디도스 공격으로 미국의 인터넷 도메인 서비
스 업체인 딘(Dyn)이 일시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로 인해 트위터, CNN, 레딧, 옥타 등 미국
동부지역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메이저 웹사이트
들에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IoT 특성을 악용한
새로운 공격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이목이 집중되
고 있다.

한 보안 연구원은 12년 전 발견된 오픈SSH의 취
약점을 악용, IoT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공격 트래
픽을 유발하는 공격 기법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
혔다. 이 오픈SSH는 ‘쇼다운 프록시(SSHowDowN
Proxy)’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새롭게 발견된 취약점이나 새로운 공
격 기법 때문이 아니라 인터넷 연결 기기의 기본
설정 대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
러났다. 공격자들은 이 같은 기기를 이용해 대규
모 공세를 펼친다.
공격에 노출된 기기는 HTTP, SMTP 네트워크 스캐
닝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여러 인
터넷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호스팅하는 내부 네트워크를 겨냥
한 공격 등에 사용된다. 공격자가 웹 관리 콘솔
접속에 성공하면 기기 데이터를 조작하고 심지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131&page=1&kin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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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시스코 제품군에 제로데이 다중 보안취약
점 발견…주의
시스코(Cisco)는 자사의 제품에 영향을 주는 취약
점을 발표했다.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해
인증 우회, 서비스 거부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해결방안에 따라 긴급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시스코 측은 해당 보안 업데이트 발표 시
재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CVE-2016-6445 : Meeting Server의 XMPP 서비스
에서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인증 우회 취약점
-CVE-2016-6437

:

Wide

Area

Application

Service(WAAS)의 SSL 세션 캐시 관리에서 발생하
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
-CVE-2016-6440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UCM)의

웹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iframe 데이터 클릭재킹 취약점
-CVE-2016-6443 : Prime Infrastructure와 Evolved
Programmable Network Manager에서 발생하는
SQL Injection 취약점
-CVE-2016-6442 : Finesse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
는 사이트간 요청 위조(CSRF) 취약점
-CVE-2016-6438 : Cisco IOS XE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하는

Cisco-cBR-8

Converged

Broadband

Router에서 vty line의 환경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출처 :
http://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
dxno=1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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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와 오라클, 그리고 한컴오피스, 취

애플 아이폰7 인기몰이 중이지만...iOS 등

약점 폭탄이 터졌다

보안취약점 46건 발견

보안취약점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뫼비우스의 띠’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 결정으로 국

인 걸까? 지난 주말 레드햇과 시스코가 취약점 보

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아이폰7의 제조사

안업데이트를 발표한 지 1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

애플의 여러 OS와 시스코의 WebEx Meetings

에 또 다른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가 대거 공개됐

Player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

다. 그것도 무려 3가지나.

트가 발표됐다.

우선 레드햇의 보안 연구원은 레이스 컨디션 기법

애플

을 이용하여 리눅스 커널의 Read-only 영역 메모

macOS Sierra 등 여러 OS에서 발견된 다수의 취

리에 쓰기 권한을 줄 수 있는 취약점(CVE-2016-

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공지했다. 공격자

5195)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레이스 컨디션(Race

들이 취약점을 이용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Condition)이란 프로세스들이 여러 번 실행되는

때문에 해당 OS가 들어간 애플 기기들을 사용하

과정에서 실행 순서가 뒤바뀌어 공격자가 원하는

는 이용자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결과를 얻어내는 공격 기법을 말한다.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iOS에 발견된 11건을 비

오라클은 CPU(Critical Patch Update, 오라클 중요

롯해 총 46건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안 업데이트)에서 자사 제품의 보안취약점 253

△iOS의 Kernel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손상 취약점

개에 대한 패치를 발표했다. 영향을 받는 버전의

(CVE-2016-4680) 외 11건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Apple Watch의 System Boot에서 발생하는 임의

아래 해결방안에 따라 최신버전으로의 업데이트를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6-4669) 외 7건

권고했다.

△tvOS의 Webkit에서 발생하는 임의 코드 실행

한글과컴퓨터도 아래한글 등 오피스 제품에 대한

취약점(CVE-2016-4677) 외 11건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향을 받는 버전의

△Safari의 Webkit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취약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점 (CVE-2016-4676) 외 2건

아래 해결방안에 따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할

△macOS Sierra의 ATS에서 발생하는 임의 코드

것을 권고했다.

실행 취약점 (CVE-2016-4667) 외 15건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114&page=1&kind=3

172&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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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iOS,

watchOS, tvOS,

Saf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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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도 안 되는 윈도우 OS 공격방법 개
발되다
한 보안업체가 윈도우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주입
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 방법은 현존하는 안티
멀웨어 솔루션으로는 감지 및 탐지가 불가능하다
고 한다.

이 방법을 아톰바밍(AtomBombing), 즉 ‘원자폭탄
투하’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 살상력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 윈도우라는 운
영 시스템 기저에 있는 아톰 테이블(atom table)
이란 메커니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서 그렇다.
그러므로 이는 패치로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설명
한다.
이어 “코드 주입 공격을 함으로써 프로세스 단계
의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피해갈 수 있고, 암호화
된 암호에 접근하거나 중간자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아톰바밍 역시 이런 커다란 틀에서의 개념은 비슷
하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에 악성 코
드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윈도우 버전에
다 존재하는 아톰 테이블에 주입하는 게 다르다.
아톰 테이블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는 중에
특정 데이터를 문자열과 식별자 형태로 저장, 공
유, 접근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다른 보안업체는 “아무리 설계가 잘 된 디자인
이라도 결국 개발자나 사용자가 전혀 의도치 않은
행위를 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오래된 보안
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말한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185&page=1&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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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03 이달의 TOP
윈도우 위장 랜섬웨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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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위장 랜섬웨어 주의
□ 개요
새로운 랜섬웨어가 계속 등장하는 요즘 또 다른 방식의 랜섬웨어가 등장하였다. 해당 랜섬웨어는 기존
과 다르게 감염사실을 윈도우에서 정상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감염자로부터 전자 메일 전송
을 유도한다.

□ 내용
윈도우 위장 랜섬웨어에 감염 시 PC 내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기존확장자+dxxd"로 변경
한다. 또한, 변경된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에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전자 메일을 보낼 것을 유도한다.

[그림 1] 변경된 확장자명

.
[그림 2] 감염 알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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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후 윈도우로 위장하기 위해 레지스트리를 추가하여 사용자 로그인 시 화면을 변경한다.
[생성된 레지스트리]
키

: HKLM\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이름 : LegalNoticeCaption
값

: "Microsoft Windows Security Center. Dear Administrator, Your server hacked.
For more informations and recommendations, write to our experts by e-mail:
rep_stosd@protonmail.com or rep_stosd@tuta.io"

키

: HKLM\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이름 : LegalNoticeText
값

: "When you start Windows, Windows Defender works to help protect your PC by scanning for
malicious or unwanted software."

[그림 3] 윈도우 위장 알림
윈도우 위장 랜섬웨어의 경우 기존 랜섬웨어와는 다르게 비교적 간단한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키
값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16

Security Magazine

이달의 TOP

[그림 4] 암호화 로직

[그림 5] 변경되는 확장자명
해당 랜섬웨어는 비교적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감염파일을 통한 키 값 추출이 가능하여 이미 복호
화 도구가 공개되어 있어 비용지불 없이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할 수 있다.

[그림 6] DXXD 복호화 도구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Ransom.1733120

작성자 :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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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안 컬럼
HTML5 현황과 방향
다시 보는 파밍 악성코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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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현황과 방향
2014년 10월 28일, HTML5가 정식 표준안으로 확
정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 2016년 후반기를 맞
고 있다. HTML5의 출현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
하여 복잡하고 힘들게 구현했던 기능이나 플러그
인을 이용해야만 했던 기술들이 HTML 태그나 자
바스크립트 API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웹 생태계뿐 아니라 웹 기술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되었다.

보안 컬럼
유명 동영상 업로드 플랫폼인 유튜브와 인터넷 방
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이미 완벽한 HTML5 동영
상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낮은 버전의 브라
우저로 접근 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글은 올해 말 플래시 컨텐츠에 대한 지원을 크
롬 브라우저에서 모두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1월부터 HTML5를 공식 표준으로 하여 브라우저
에 완전히 적용할 것을 전망하였다. 또한 파이어
폭스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모질라 재단 역시 8월
부터 플래시를 포함한 플러그인들을 순차적으로
제한 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2] 최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유투브
[그림 1] HTML5 신규 기술들
더 이상 플러그인은 없다.
그 동안 웹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 중에는 플러
그인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과정이나 플러그인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악성 행위
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영상이나 오디오에
이용하는 플러그인이 주 타깃이었다. 하지만 이제
웹 브라우저에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
도 오디오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브라우저마다 지향하는 코덱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르지만 실버라이트나 플래시 플레
이어 같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영상물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멀티미디어 분야에선 오디
오, 비디오뿐만 아니라 캔버스 태그를 이용한 그
래픽 표현도 가능해졌다. 포털 광고 역시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
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각종 배너들이 플래시 대
신 SVG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

제로데이가 아닌 취약점은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
트를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용하는 모든 플러그인의 버전 관리를 해야 했다
면 플러그인이 없어진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업데
이트만 꾸준히 한다면 웹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상당수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표준'
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는 비단
HTML5 같은 웹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도 있었다. 애플이 운
영하는 브라우저인 사파리는 현재 HTML5 지원율
에서 모든 브라우저 중 555점 만점 중 최하점인
370점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 크롬 53버전은 499
점이다.) 개발자들은 HTML5라는 표준을 기준으로
개발하여도 사파리나 iOS 같은 애플 플랫폼을 지
원하기 위해선 비표준 기술로도 별도 제작하여야
한다. 이에 프랑스 개발자들은 비표준으로 인해
개발하는데 쓸데없는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며
자국법으로 애플에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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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GL과 WebRT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
장

잘

보여주는

것은

구글이

제공하는

LIGHTSABER ESCAPE라는 게임이다. 이는 웹 브라
우저와 스마트 폰을 연동하여 브라우저에선 오직
WebGL만을 이용한 게임화면이 나오고 스마트폰
은 광선검이 되어 사용자가 휘두르는 모션 데이터
를 WebRTC를 이용해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로
통신한다. 이 같은 웹 기술 발전으로 웹은 이제
단순히 웹뿐 아니라 게임, 메신저, 로봇, 사물인터
넷 같은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프랑스 개발자들에게 고소당한 애플
부상하는 WebRTC와 WebGL
최근 HTML5에서 눈에 띄는 기술은 WebRTC와
WebGL이다. WebRTC는 웹 브라우저 간 플러그인
도움 없이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API로
특히 화상회의나 채팅 프로그램 분야에서 눈에 띄
는 활약을 보인다. 웹 게임 포털인 AirConsole은
웹앱을 이용해 스마트 폰을 게임 컨트롤러로 만들
고 브라우저에서 구동 중인 웹 게임과 연동해 플
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인구 강
국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
저 WeChat도 WebRTC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가장 최근 10월 5일
일본에선 로봇 제조업체 Caiba가 WebRTC를 이용
하여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시연을 선보인 바
도 있다. 인텔에선 9월 22일, 사물인터넷(IoT) 서
비스

HTML5

기반

통합개발환경

도구인

IoT

Service Orchestration Layer ToolKit 2.0 신버전을
출시하였다.
WebGl은 HTML5 캔버스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API로 웹 브라우저에서 3D 컨텐츠와 고성능 그래
픽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브라우저가 이런 고품
질 그래픽 연산을 처리할 때 별도의 플러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각종 3D 컨텐츠를 설치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는 게임, 데이터 시각화,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중이며 앞으로 활용성이 가
장 기대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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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IGHTSABER ESCAPE (출처:UFUNK)
국내 적용 사례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그동안 액티브엑스나 타
플러그인에 의존적이던 국내 인터넷 환경에도 많
은 변화가 있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
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함과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엣지 브라우저를 새로 내세
우며 액티브엑스 지원에 소극적이게 되자 더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썩 좋
은 방법은 아니지만, 액티브엑스를 이용하지 않고
exe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바
뀌는 등 조금씩이나마 탈 액티브엑스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크롬에서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역동적이던 네이버 메인 광고
는 단순한 이미지 배너만 나왔으나 지금은 비디오
태그를 이용한 동영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KB국
민은행은 2015년 9월 1일 인터넷 뱅킹에 브라우
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HTML5 기반 공인인증시스
템을 구축하여 액티브엑스 없이 은행 사이트 이용
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록 OTP를 사용하는 고객
한정에 타 은행과 인증서를 공유할 수 없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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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작은 움직임들이 국내 웹 환경에 긍정적 효과
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림 5] 브라우저 인증서를 적용한 국민은행

[그림 6] 비디오태그를 이용한 네이버 광고
마치며
미국 인력 채용 대행업체 Modis가 발간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17년 IT업계의 유망 직종은 웹/앱 개
발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IT 프
로젝트 매니저 등이라고 한다. 광고업계는 솔루션
들이 속속 등장 하고 있으나 HTML5 광고 컨텐츠
제작 인력 부족과 업계의 관행이나 기존 업무 관
계로 인해 발전이 더디다고 한다. HTML5가 아무
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곧바로 실무에 적용될 수는 없다. HTML5라고 좋
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역시 악성코드
에 노출될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며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어 브라우저가 가지는 부담감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더는 세계에서 '나 홀로 액티브엑스'라는
오명을 들을 수 없다.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보
안에 더욱 신경 쓰고 국민은행이나 네이버처럼 조
심스럽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 국내 웹 기술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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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파밍 악성코드
2013년도경 가장 주목 받는 악성코드를 꼽으라면
대개 파밍 악성코드를 꼽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정보를 노리는 파밍 악성코드 및 파밍 페이지
로 떠들썩 했다. 지금이야 “은행에서는 보안카드
의 모든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파밍 악
성코드를 피하는 방법이 많은 언론에 노출되어 피
해사례는 많이 줄어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밍 악성코드는 사라
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고 있다. 왜 파밍 악성코드
는 아직까지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보안 컬럼
최근 파밍 기술은 2013년~2014년도 이후로 발전
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전
에 사용했던 기술들을 좀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밍 악성코드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파밍 페이지를 띄울 수 있
는 것일까? 기본 동작 방식부터 살펴보자.
1. hosts / hosts.ics 변조 방식의 발전
hosts 파일 변조방식은 가장 초장기의 파밍 악성
코드 형태이다.
그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나온 방법은 단순히
hosts 파일에 악성 ip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 시 악성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
록 hosts 파일에 ip와 타깃 사이트 주소를 추가한
다.

[그림 1]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악성코드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악성코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부분 랜섬웨어를 꼽을 것이다. 등장
이후로 계속해서 피해 사례를 쏟아내고 있는데다
가 수많은 변종도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섬
웨어는 왜 이렇게 대량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일까? 아마도 악성코드 제작자 입장에서 꽤나 좋
은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추측해본다.
엄청난 피해사례를 낳았던 TeslaCrypt 랜섬웨어는
복호화 키를 공개한 이후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복호화 키 공개로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성코드 제작
자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성코드를 제
작한다. 2013년도에 떠들썩 했던 파밍 악성코드가
아직까지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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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조된 hosts 파일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hosts 파일만 변조하는 경
우 고정된 ip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백신사에서 쉽
게 탐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후 등장한 hosts.ics 생성 및 변조 방식이다.
hosts.ics 파일은 hosts 파일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서 인터넷 연결 시에 이 파일이 존재하면 먼저 ip
주소를 참조하게 된다. 때문에 hosts 파일을 변조
하지 않아도 악성 ip가 삽입되어 있는 host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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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존재하면 파밍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악성 ip가 고정으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hosts 파일 변조와 마찬가지로 쉽게
탐지 될 수 있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ip를 10진수로
변경하여 상기 두 파일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그림 4] hosts파일을 변조하는 배치파일
2. iframe 삽입 방식
hosts 변조 방식 이후 파밍 악성코드는 브라우저
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3] 10진수 ip가 삽입된 hosts 파일
원래 ip의 각 자리를 16진수로 변환한 후 각 자릿
수를 이어 붙인 값을 다시 10진수로 변환하여 하
나의 숫자로 만든다. 이렇게 나온 값을 ip 자리에
삽입하여 일부 백신의 진단을 우회할 수 있었다.
위와 비슷한 예로 타깃 사이트 주소를 대소문자를
섞어 삽입하는 방법이라던가 의미 없는 주석 혹은
null 문자를 삽입하여 백신이 악성여부를 확인 및
탐지하기 어렵도록 변경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 후로 나온 것이 localhost를 삽입한 파밍 악성
코드다.

hosts

파일에

악성

ip

대신

127.0.0.1(localhost)를 삽입해 타깃 사이트에 접속
이 불가하게 만든다. 그 후 hosts 파일을 읽어 들
이는 정상 시스템 파일인 svchost.exe에 악성 dll
파일을 인젝션 시켜서 동작한다. 정상파일에 인젝
션 된 악성코드는 로컬호스트 소켓을 생성하고 대
기한다. 사용자가 타깃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로컬호스트로 연결 요청을 보내게 되고 악성코드
는 이 정보를 C&C 서버로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파밍 페이지를 보여준다.

[그림 5] iframe 삽입 파밍 악성코드 동작
이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 해당 악성코드는
타깃이 된 사이트에 맞춰 파밍 페이지를 띄우는
프레임을 생성한다. 윈도우 API를 사용하여 사용
자가 특정 url에 접속하는 경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는 계속 해당 API를 후킹하여 사
용자가 타깃 사이트에 접속하기를 기다린다. 이후
사용자가 타깃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는 메
모리를 수정하여 미리 생성한 프레임을 삽입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접속한 사이트의 소스에 iframe
태그가 삽입되는데 이 때문에 사용자는 파밍 페이
지로 이동하게 된다.
메모리 상에서 파밍을 수행하므로 파일 자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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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의 hosts 변조
방식보다 감염여부 확인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3. DNS 서버 변조 방식
사용자의 PC 내의 DNS 서버 주소를 직접 변경하
여 파밍 페이지를 띄우는 방식도 있다.
초기에는 스크립트 파일이나 배치파일을 사용하여
악성 ip 주소를 DNS 서버 주소로 등록하였다.

[그림 8] 변경된 DNS 서버 주소
감염 시 타깃이 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그림 6] DNS 서버 주소 변경하는 bat 파일

localhost로 ip 질의를 하고 localhost 소켓을 생성
한 악성코드가 C&C 서버로 파밍 페이지 ip를 받
아온다. 또한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깃 사이
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보조
DNS 서버 주소로 ip 질의를 하여 정상적으로 접
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의 파밍 악성코드
는 google DNS 주소를 사용했다.)
C&C 주소를 받아오는 방법으로는 주로 중국 블
로그 사이트를 이용한다. 악성코드가 특정 문자열
을 중국 블로그에 전송하여 받아온 값을 통해
C&C 주소를 얻고 해당 ip로 질의하여 파밍 페이
지를 띄울 수 있게 된다.

[그림 7] 변경된 DNS 서버 주소
사용자가 타깃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등록된
악성 ip 주소가 공격자가 원하는 파밍 페이지를
띄울 수 있도록 ip를 맵핑한다.
이후 등장한 DNS 변조 파밍 악성코드는 hosts 변
조 방식에서 잠깐 언급했던 localhost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9] 중국 블로그에서 받아온 IP 주소
이후 DNS 변조 방식은 메모리 변조로 발전한다.
DNS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
면 가장먼저 hosts.ics / hosts 파일을 확인하여 매
핑되는 ip가 존재하면 해당 ip로 연결한다.
메모리를 변조하여 파밍을 수행하는 악성코드는
이점을 이용하여 hosts 파일을 참조하는 모듈의
메모리를 변조한다. hosts 파일 형식의 새로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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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생성하고 hosts 파일대신 새로 생성된 파일

자가 타깃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지 감시한다.

을 참조하여 ip 매핑을 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변

타깃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는 공격자가 만

조한다.

든 VPN 서버와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된 VPN 서
버를 통해 파밍 페이지를 띄울 수 있게 된다.

[그림 10] 메모리 변조
때문에 감염 시 DNS 서비스는 변조된 메모리를
참조하여 임의의 경로에 새로 생성된 파일의 ip
정보로 파밍 페이지를 띄운다.

[그림 12] VPN 터널링 파밍 수행과정
5. 자동 구성 스크립트 변경 방식
가장 최근에 나온 파밍 악성코드의 동작 방식으로
자동 구성 스크립트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자동 구성 스크립트 기능은 여러 웹 설정들을 모
아놓은 스크립트를 이용해 프록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감염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정상 프
로세스에 악성 바이너리를 인젝션 하는 형식으로
주로 동작한다. 정상프로그램에 인젝션된 악성 바
이너리는 자동 구성 스크립트의 타깃 페이지로 접
속하는 경우 파밍 페이지로 연결하는 스크립트 주
[그림 11] hosts 파일 형식의 악성 파일

소를 넣는다.

DNS 서버 변조는 랜카드 뿐만 아니라 공유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공유기 취약점을 통해 공유기 설정 페이지에 접근,
공유기 자체에 설정되어있는 DNS 주소를 변조하
면 PC의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으로 탐지 하
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4. VPN 터널링 방식
vpn은 가상 사설망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림 13] 변경된 자동 구성 스크립트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
다. 이 방법은 기존의 iframe 삽입방식처럼 사용
25

사용자가 IE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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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접속을 시도하는 주소와 악성 스크립트 내의

트를 통해 파밍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프로그램

난독화된 타깃 사이트를 비교한다. 사용자가 타깃

업데이트 서버의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여 악성코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파밍 페이지를 띄

드를 삽입하였다.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

우게 된다.

용하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면 악
성코드가 삽입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밖에도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이나 취약한 사이
트로 주로 유포되며 최근에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
해서도 유포되고 있다. 또한 쇼핑몰이나 네이버
같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맞춤(?) 안
내창을 띄우기 떄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파밍은 피싱에서 나온 공격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속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 때문에
파밍 악성코드 유포자들은 좀더 지능적으로 좀더
감쪽같이 사용자를 속이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주
로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때문에 큰 돈벌이가 되고
있는 이상 앞으로도 악랄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

[그림 14] 스크립트 내 난독화된 사이트 목록
현재 새로 나오고 있는 파밍 악성코드들의 동작과
정은 앞서 설명한 동작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밍 악성코드 감염
사례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걸까. 최근 파밍 악
성코드 동향을 살펴 보면 동작과정의 발전이 아니
라 유포과정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에게 유포하는 방식이 치밀해져
일반 사용자는 파밍 안내창이 뜨기 전까지는 감염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올 초 등장했던 유명한 이미지 뷰어를 통해 유포
된 파밍 악성코드의 경우를 보자. 이 파밍 악성코
드는 정상 설치 파일이 저장되어있는 서버를 공격
하여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를 변경했다. 때
문에 사용자는 정식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뷰어 설
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지만 실제 사용자의 PC에
는 파밍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었다. 또한 악성
코드 실행뿐만 아니라 정상 설치파일도 실행되도
록 구성하여 악성 행위를 숨기기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 하반기에는 가상 드라이브 프로그램 업데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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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고,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되었다. 인
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사이
버 범죄와 사이버 공격, 악성 댓글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본 칼럼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만약 우리에게 시간

[그림 1] 영화 ‘인터뷰’ 포스터

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
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귀욤 뮈소의 장

2014년 12월 19일 미국 FBI는 소니 픽처스의 해

편 소설 제목이다. 이번 칼럼에서 의미하는 바는

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1) ‘만약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

후 오바마 미 대통령은 비례적 대응 조치를 선언

다면,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 ‘사

하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담은 행정 명령

이버 공격, 거기 그대로 있어 줘! 제발’이다.

을 내렸다. 12월 23일 외부와 연결된 북한 인터넷

#시간을지배하는자#사이버공격#거기있어그냥

망이 마비되었는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성명에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가

2011년 7월,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 전략

없으며, 북한 인터넷이 다운됐다면 북한 정부에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을 발표하면

물어보라’고 밝혔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

서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5의 전

국 국토안보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

장(戰場)’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과 주요국

에서 북한의 인터넷 마비는 소니 픽처스 해킹에

들은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여 관련 법

대한 보복이라고 말하였다. 사실상 미국이 비공식

률을 제정하거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을 인정한 셈이다.

2014년 11월에 발생한 소니 픽처스 해킹은 직원

#제 5 의전장#사이버공간#소니픽처스#미국짱

들의 개인정보와 미공개 영화가 유출되고, 직원들
의 컴퓨터가 파괴된 사건이다. ‘평화의 수호자들

2007년 발생한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Guardians Of Peace, GOP)’이라는 해커 단체는 이

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전체를 공격한 사이버

번 해킹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소니 픽처스에서

전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소비에트

제작한 영화 ‘인터뷰’의 상영을 취소하라고 협박하

전 기념 동상 철거 계획을 발표하여 러시아와 마

였다. 해커 단체에서 말하는 영화 ‘인터뷰’는 북한

찰을 겪던 중 4월 27일부터 약 3주 동안 대통령

지도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떠나는 토크쇼 사회자

궁, 의회, 정부기관, 은행, 언론사, 방송국 등 국가

와 프로듀서에게 미국 CIA가 암살 제의를 하면서

주요시설에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당하였다.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이다.

당시 에스토니아는 무선 인터넷 접속을 쉽게 사용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
용하는 등 IT 기반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사이
버 공격의 피해 규모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2008년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아는 남오세티아 독
립문제로 물리적 전쟁을 치렀다. 전쟁 배경은 그
루지아 내에 있는 자치국인 남오세티아 주민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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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슬리브족으로 끊임없이

해커 단체(조직)

배후 국가(추정)

분리 독립을 요구했으나 결국 무력 충돌이 발생하

Syrian Electronic Army(SEA)

시리아

였다. 여기에 러시아가 참전하면서 전쟁이 시작되

Tarh Andishan

이란

었다. 러시아는 물리적 공격과 함께 그루지아 정

Ajax Security Team / Flying

부와 언론, 금융, 교통 등 국가기간 시설 전산망에

Kitten / Rotten Kitten

사이버 공격을 가하여 마비시켰다. 이 전쟁은 물

Dragonfly, Energetic Bear

동유럽

리 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발생한 최초의

APT28

러시아

사례로 알려져 있다.

Tailored Access operation
(TAO)
Equation Group

이란

미국
미국

Unit 61398 / Comment
Crew / Putter Panda / Deep

중국

Panda
Axiom

중국

Hidden Lynx

중국

Bureau 121

북한

[표 1] 전 세계 해커단체 목록
#사이버전쟁#현실#러시아#무서움#살려줘
[그림 2] 철수하는 러시아군 장갑차
다음은 2014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앞서 에스토니아와 그루지아에서 발생한 사이버

로 한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인터뷰 내용

공격은 특정 국가가 적대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

중 일부이다.

목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

유진 카스퍼스키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격의 특성상 공격 주체를 파악하거나 추적하는 일

“한국은 세계 해커들이 ‘핫 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곳

은 쉽지 않다.

입니다. 한국의 정보보안 수준은 동남아보다 조금

사이버 공격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나은 수준이고,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훨씬 떨어집

수 있고, 물리적인 충돌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비

니다”

대칭 전력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유진이 형이 국내에 카운트 펀치를(필자생각) 먹인

이미 사이버군을 창설했거나 준비하는 등 사이버

지 2년이 되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일부 국가에

에게 맡기겠다.

서는 해커 단체를 비밀리에 지원하여 사이버 공격

‘ 지금 우리나라 보안 수준은 어떠한가? ‘

을 수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표 1]은

국내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디도스(DDoS) 공격,

보안뉴스의 ‘[연말기획-1] 전 세계 해커단체 大해

전산망 마비, 기밀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사

부 : 사이버전 조직’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정리한

이버 공격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2009년 7.7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후 국가의 지원을 받

디도스 공격은 국내 보안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

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사이버 공격을

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 2011년에 발생한

수행하고 있을지 모른다.

3.4 디도스 공격은 빠른 대응으로 7.7 디도스 공
격보다 피해가 훨씬 적었다. 이후 정부는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
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7월 둘째 주 수
요일에 ‘정보보호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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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보안인식 개선과 대응체계 변화, 정부의 정
보보호에 대한 관심에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과 피
해는 끊이지 않았다. [표 2]는 국내에 발생한 사이
버 공격 중 ‘북한 소행’으로 발표된 사건들이다.
이 사례는 수사단의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
한이다 vs 아니다’ 의견이 나뉘는데, 본 칼럼에서
는 사이버 공격의 주체를 조직 A라 하겠다.
발생

명칭

2009.07

7.7 디도스 공격

2011.03

3.4 디도스 공격

2011.04

농협 전산망 마비

2013.03

3.20 전산대란

2013.06

6.25 사이버테러

조직 A가 공개한 원전 도면은 수개월 전 한수원

2014.12

한수원 사이버테러

협력업체 PC에서 빼낸 것으로 원전 관리의 중요

2015.00

SK, 한진그룹 해킹

2016.05

인터파크 해킹

정보는 아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수원 사이버

[표 2] 국내 사이버 공격 사례
조직 A는 초기에 우리나라 정부기관,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퍼부어 웹사이트 접속을
마비시키고, 공격에 동원된 좀비 PC들의 하드디스
크까지 파괴하는 등 악랄하게 공격했다. 이후 국
내 보안인식과 디도스 공격 대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혼란까지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
작했다. 실제 일부 은행권과 방송사 내부 시스템
에 서버 및 PC를 파괴하는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
자력(이하 한수원)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다. 조
직 A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100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보유한 (원전)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트위터와 파일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총 94개의 임직원 주소록,
전화번호부, 원전 관련 도면 등이 공개되었다.

[그림 3] 원전 반대그룹 트위터

테러의 특징은 (1) 1차 악성 이메일을 통한 한수
원 공격이 실패하자 수집한 원전 자료를 이용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2차 공격으로 바로
이어진 점, (2) 정보 전파력이 빠른 소셜네트워크
(SNS)를 이용한 점, (3) 국내 언론사에 직접 제보
하여 언론을 이용한 점이다.
이처럼 공격자들은 사이버 공격 범위를 국가기반
시설 쪽으로 확대하고 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
는 심리전과 함께 복합적인 공격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사이버위협#파괴#혼란#눈물#이제그만
지난 9월, 경북 경주시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은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
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지진은 여러 이유에서 한반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국가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 지진 발생 후 방
송 중이던 드라마를 계속 내보냈고, 1시간 후 ‘지
진 특보’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국가 재난
사태의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재난 문자를 보냈으나 이마저 늦었다.
국민안전처 웹사이트는 지진 직후 접속이 폭주하
면서 3시간 넘도록 다운됐다. 국민 메신저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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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만큼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 메신저는 지진의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매우 주관적인 ‘사이버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해 서

공격’ 일부를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국내·외

버에 오류가 발생하여 약 2시간 동안 서비스 불

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을 보면 ‘사생결단’이라

능 상태에 빠졌다. 이외에도 휴대전화의 음성통화

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공격자는 시스템에서 정

일부 연결이 지연되거나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였

보를 탈취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다.

것이고, 공격을 막고 대응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
지일 것이다. 어떤가? 적절한 사자성어이지 않는
가.

死生決斷

(사생결단)

: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덤벼듦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필자와 함께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악의 무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
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아자아자!!
#사이버보안#사생결단#이게바로#보안인의길
[그림 4] 지진과 함께 고장난 것들
KBS와 국민안전처, 카카오톡은 위급 상황 시 정보
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것들의 부재는 우리 국
민의 불안과 공포를 급증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사이
버 공격이 우리나라를 강타한다면 어떻게 될까?
2015년 3월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설된 사이버안
보비서관은 국내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이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이버 공격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점
점 고도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 공
격은 사이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국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와 대응체계의 부재는
우리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형식적인 사이버 훈련과 서류에만
적혀있는 대응방법 및 절차 보다 최악의 사이버
공격 상황에서 모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민이 불안과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부분
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급지진#KBS드라마#국민안전처자리비움#
카톡안됨#앞으로다가올미래#사이버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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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폴더에 desktop.tmp 파일 유무에 따라
정보수집 진행을 결정한다.

최근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악성코드 자체에서
파워쉘(Powershell)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유형이
발견되고 있다. 파워쉘은 윈도우 7 이상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된 쉘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상세 분석할 악성코드는 감염 PC에서 시
작 프로그램 목록, 브라우저 히스토리, 클립보드
값, Outlook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유형이다. 해당

[그림 4] 특정 파일 존재 확인
(4)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프로그
램과 Chrome, Firefox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목록
을 수집하여 파일에 저장한다.

악성코드는 윈도우 API 함수나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파워쉘 스크립트로 파일을 업로드한 후 추
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한다.
[그림 5]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 목록 수집

[그림 6] Chrome 브라우저 히스토리 수집

[그림 1] 악성코드 도식도
1. Malware1.exe

[그림 7] Firefox 브라우저 히스토리 수집

(1) 악성코드는 감염 PC의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
하여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면 강제로 종료한

(5) 스레드 1을 생성하여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

다.

프로세스 명과 클립보드 값을 탈취한다.

[그림 2] 특정 프로세스 강제 종료
(2) 중복 실행 방지를 위해 뮤텍스를 생성한다.
- 뮤텍스 명 : __START_MYTEST_MARK__

[그림 3] 뮤텍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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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시간 간격으로 스레드 2를 생성한다. 스레드

2. Malware2.exe

2는 수집된 파일을 압축하여 파워쉘 스크립트를

(1) 재귀 함수를 이용해 HEKY_CURRENT_USER

이용해 C&C 서버에 업로드하고, 추가 악성코드를

하위에서

다운로드 및 실행한다.

검색한다.

[그림 9]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Outlook

관련

특정

키값

경로를

[그림 14] Outlook 레지스트리 검색
(2) (1)에서 검색된 레지스트리에서 Outlook 계정
정보를 파일에 저장한다.

[그림 10] 실행되는 파워쉘 스크립트
(7) 파워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고, 정보 수집
파일을 삭제한다.

[그림 15] Outlook 계정 정보 탈취

[그림 11] 프로세스 강제 종료 및 파일 삭제
(8) 임시폴더에 다운로드한 파일이 존재하면, ‘MZ’
시그니처를 확인 후 실행한다.

[그림 16] 저장된 Outlook 계정 정보

작성자 : JK
[그림 12] 추가 악성코드 실행
(9) 현재 시간을 파일에 저장한다.

[그림 13] 현재 시간 저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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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열(타입)을 얻을 수 있다.

Dex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이전 내용에 이어 dex 포맷을 구
성하는

header

섹션

내부의

type_ids_size와

type_ids_off 필드를 시작으로 type_ids 섹션과

[그림 3] type_ids 섹션

proto_ids 섹션을 알아볼 것이다.
type_ids 섹션은 해당 dex 파일이 보유하고 있는

[그림 4]는 type_ids 섹션 내의 descriptor_idx의

전체 type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공간으로

인덱스 값이 string_ids 섹션의 문자열과 어떻게

클래스, 배열, 원시타입이 그 대상이 된다. 접근

매칭 되는지 보여준다.

하기 위해서는 헤더의 type_ids 관련 필드를 참
고해야 한다.
type_ids 필드는 type_ids_size와 type_ids_offset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헤더섹션 내의 위치는 각
각 0x40, 0x44 이다.

[그림 1] type ID list 관련 값
[그림 1]은 헤더 내의 type_ids의 사이즈와 오프
셋의 값이 각각 0x5E, 0x698 이므로, 사용된 타
입의 총 개수는 94개이며 type_ids 섹션의 시작
위치는 0x698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문자열 매칭
위의 경우, 첫 번째 타입(0)은 string_ids 섹션의
16번째(0x10)에 위치하며 해당 문자열은 D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D는 double를 의미하는
단축 문자이다. Classes.dex 포맷에서는 몇 가지
type들을 단축 문자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절
약하고 있다. [그림 5]는 이와 같은 dex에서 사
용하는 단축 문자를 보여준다.

[그림 2] type_id 섹션
type_id 섹션에는 4바이트 단위로 descriptor_idx
값이 순차대로 타입의 개수 만큼 나열되어 있으
며, string_ids 섹션의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입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
덱스 값을 이용하여 string_ids 섹션에서 해당 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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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proto_ids 섹션을 알아보자. [그림 6]처

proto_ids 섹션 내의 함수 정보의 구성 형태는

럼 proto_ids 섹션은 type_ids 섹션의 다음 부분

proto_id_i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9]는

에 위치하며 해당 섹션은 메소드 즉 함수의 원

proto_id_item에 대한 구성 형태를 보여주며 각

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당 앱에서 프

값들은 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로그래머가 작성한 모든 함수의 전체 원형 정보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함수의 원형으로 단축

를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이 값은 string_ids 섹션

http://pillow.readthedocs.io/en/3.1.x/index.html

의 인덱스 값으로 저장되어 있어, 원형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string_ids 섹션에서 해당 문자열을
가져와야 한다.
두 번째는 리턴 타입의 원형에 대한 정보가 저
장되어 있는데 이 값은 type_ids 섹션의 인덱스
값이다. 따라서 해당 인덱스의 값을 얻어낸 후,
한번 더 얻어낸 값을 이용하여 string_ids 섹션에
서 해당 문자열을 얻어야 한다.

[그림 6] proto_ids - 1

마지막 세 번째는 인자 값 정보의 위치에 대한
[그림

7]의

헤더의

내용을

살펴보면,

값이 저장되어 있다.

proto_ids_size와 proto_ids_off 필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각 proto_ids 섹션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전체 프로토타입 개수와 섹션의 시
작 위치를 나타낸다.
각각의 헤더 내의 위치는 0x48, 0x4C 이다.

[그림 7] 헤더 내의 proto_ids list 관련 값
예제의

경우

전체

함수

원형

정보

개수는

0x54(84)개 이며, proto_ids 섹션의 위치 즉, 함
수 프로토타입 리스트의 시작 위치는 0x810 이
다.

[그림 9] proto_id_item
아래 예제는 proto_ids 섹션의 52번째 함수의 정
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0] 52번째 함수 정보 값
위의 경우,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타입
의 단축문자열 형태가 string_ids 섹션 내의 인덱
스 값인 0x9B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해
당 값은 VJ인데 이것은 “void (long)” 형태의 원
형타입을 의미한다. 이어서 리턴 타입의 값은
type_ids 섹션의 0x87번째의 저장 값을 참조하
여 string_ids 섹션에서 해당 타입의 문자열을 얻
을 수 있으며, [그림 11]처럼 해당 리턴 값 타입
은 V, 즉 원형타입 문자열 값인 VJ의 첫 V와 동
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proto_id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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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함수 프로토타입
다음으로 마지막 인자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
선 인자 값 정보의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해당

[그림 14] 파라미터 타입 추출

값은 데이터 섹션에 위치하게 되는데 type_list
라는 구조로 [그림 1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size와 list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인자
의 개수와 각각의 인자의 타입 문자열의 인덱스
값이 인자 수만큼 정렬되어 있다.

결국 proto_ids 섹션을 통해서는 함수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52번째 함수의 원형은 리턴 값으
로 void를 가지며, 인자 값이 한 개이면서 long
타입을 가지므로 최종적으로 함수 원형은 “void
xxxxx(long)”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12] type_list 구조
작성자 : TS
[그림 13]을 통해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살펴
보면, 첫 4바이트 값인 0x01, 즉 size는 1로써
인자 값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해당
하는 인자의 타입은 type_ids 섹션의 0x02의 인
덱스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파라미터 정보 값
type_ids 섹션의 0x02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통해 string_ids 섹션에서 해당 인자의 타입
문자열이 J, 즉 long 타입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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