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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MS16-129

공지 제목 및 요약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99057)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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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자와 동일한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자 권
한이 있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30

Microsoft Windows용 보안 업데이트(3199172)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로컬에서 인증된 공격자
가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원격 코드 실
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MS16-131

Microsoft 비디오 컨트롤용 보안 업데이트(3199151)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Microsoft 비디오 컨트롤이 메모리에서 개체를 적절하게 처
리하지 못하는 경우 경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원격 코드 실행
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공격자는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파일 또는 웹 페이
지나 전자 메일 메시지의 프로그램을 열도록 먼저 유도해야 합
니다.
MS16-132

Microsoft 그래픽 구성 요소용 보안 업데이트(3199120)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악의적인 웹 페
이지를 방문할 때 Windows Animation Manager가 메모리에서
개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의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프로그램을 설
치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
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6-133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3199168)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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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Microsoft Office 파일을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
의 컨텍스트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적게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자 권한으
로 작업하는 고객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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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MS16-134

공지 제목 및 요약
공용 로그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3193706)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Windows CLFS(공용 로그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개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로컬 공격 시나리오에서 공격자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영향받는 시스템을 완
전히 제어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관리자 권한 컨텍스트에서 프
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S16-135

Windows 커널 모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3199135)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러한 취약성 중 가장 위험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템에 로그온하여 취약성을 악용하고 영향받는 시
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36

SQL Server용 보안 업데이트(3199641)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SQL Serv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공격자가 데이터를 보거
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상승된 권
한을 얻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업데이트는 SQL
Server가 포인터 캐스팅을 처리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이와 같
은 가장 심각한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MS16-137

Windows 인증 방법용 보안 업데이트(3199173)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권한 상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을 악용하려는 공격자는 먼저 유효한 사용
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도메인에 가입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취약성을 성공적으로 악용한 공격자
는 자신의 권한을 권한 없는 사용자에서 관리자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
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
니다. 그런 다음 NTLM 암호 변경 요청을 조작하도록 설계된
특수 제작 응용 프로그램을 로컬로 실행하여 권한 상승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MS16-138

Microsoft

가상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보안

업데이트 중요

(3199647)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다. Windows 가상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가 특정 파일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부적절하게 처리합니다. 공격자는 이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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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상승

다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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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번호

11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을 악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위치의 파일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MS16-139

Windows 커널용 보안 업데이트(3199720)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하면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인증된 공격자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이 취약성을 악용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
격자는 이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S16-140

부팅 관리자용 보안 업데이트(3193479)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보안 기능 우회
다. 이 취약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격자가 영향을 받는 부팅
정책을 설치하는 경우 보안 기능 우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MS16-141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3202790)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지원되는 모든 버전의 Windows 8.1, 원격 코드 실행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RT
8.1, Windows 10 및 Windows Server 2016.에 설치된 Adobe
Flash Play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MS16-142

Internet Explorer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198467)

긴급

이 보안 업데이트는 Internet Explor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와 동일한 사용자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온한 경우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
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
용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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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월간 악성코드 이슈 동향
악성코드
해킹 침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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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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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2016년 3분기 미라이 봇넷으로 사상 최
대 디도스 공격 발생
2016년 3분기에는 미라이 봇넷으로 사상 최대 디
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박대통령 사임 기사 눌렀다간...악성프로
그램 감염
박근혜 대통령 사임을 주제로 한 가짜 외신뉴스
경계령이 내렸다.
22일 보안전문가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공유 중인 `긴급속보-한국 대통령 사임
(Braking News-South korean president resigns)`이
라는 가짜 외신뉴스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원치 않는 프로그램(PUP :
Potentially Unwanted Program)을 내려 받는다. 포
르노나 불법 도박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킨다.
해당 뉴스를 보려 스마트 폰에서 링크를 눌렀다가
단말기가 먹통이 됐다는 사례도 나왔다.

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
격과 위협을 분석한 ‘2016년 3분기 인터넷 현황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디도스
(DDoS) 공격은 4556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100Gbps가 넘는 디도스 공격도
138% 늘었다. 3분기 발생한 초대형 디도스 공격
2건 모두 미라이 봇넷이 사용됐다. 각각 623Gbps
와 555Gbps로 관측된 사상 최대 공격이었다.
한 보안 업체가 발표한 인터넷 현황 보안 보고서
의 편집자인 수석 보안전문가는 “업계는 약 2년마

해당 기사는 CNN이 쓴 것처럼 위장했다. CNN-

다 한 번씩 이전과 전혀 다른 규모와 범위의 ‘전

ALIVE라는 명칭으로 CNN 방송과 연계된 것처럼

조 공격’을 겪는다. 미라이 봇넷(Mirai botnet)이

보인다. 내용을 보려고 해당 기사에 접속하니 용

바로 이 같은 전조 공격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

도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는 창

라이 봇넷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인터넷에 연결된

이 PC 전면을 가득 채운다. 관련 내용을 지우려

디바이스가 디도스 공격,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 전형적인 PUP 수법이다.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디바

기사를 보려면 해당 프로그램을 깔아야 할 것으로

이스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보안을 한층 강화해야

생각하게 유도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가짜 뉴스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포르

디도스 공격 발원지로 한국은 전 세계 4%를 차지

노 사이트로 이동시킨다. 공격자가 원하는 사이트

하며 6위를 기록했다. 디도스 공격의 주요 발원지

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인 중국이 3분기에도 30%로 1위에 올랐다. 미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할 때마다 랜덤하게 다양한 불

(22%), 영국(16%), 프랑스(9%), 브라질(5%)이 뒤를

법 행위를 자행한다. 문제는 한번 PUP가 PC나 스

이었다.

마트폰에 깔리면 사이버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397&page=1&kind=1
8

출처 :
http://www.etnews.com/20161122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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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시국 틈타 악성코드 활개…'박근혜'·'

인터넷뱅킹용 액티브X 보안 모듈, 악성코

최순실' 보안 주의보

드 유포 통로! 금융권 초비상

혼란한 정국을 틈타 '박근혜', '최순실' 등을 내용에

인터넷 뱅킹과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포함시켜 뉴스 속보인 마냥 전달돼 클릭을 유도해

사람들이 제로데이 취약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

감염시키는 악성코드가 활개를 치고 있어 사용자

됐다. 금융당국 확인 결과, 정보보안 전문업체 이

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니텍의

금융보안

모듈

INISAFE

Web

액티브

X(ActiveX) 컨트롤의 업데이트 기능을 악용한 악
성코드 유포행위가 지난 25일 발견됐다. 해당 취
약점을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내용으로 유포된 악성
코드는 신종·변종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우려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문서 파
일이 커뮤니티와 이메일을 통해 유포된데 이어,
지난주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근혜 대통령 사임'이라는 가짜 CNN 속보가 돌고

특히, 해당 모듈은 인터넷 뱅킹 등에서 웹 암호통

있다.

신을 처리하는 PC 모듈로,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

CNN 속보 기사 형태인 이 메시지에는 해당 링크

및 금융 관련 사이트에서 사용되며, 이로 인해 대

에 접속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하

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면 용도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으라는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악성코드 유포행위는 일반

메시지가 뜨거나, 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악성코드 유포 시도가

다. 해당 프로그램과 사이트에는 랜섬웨어가 깔려

아닌 유포 대상을 지정한 위터링 홀(Watering

있다.

Hole) 공격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된 '

유포된 악성코드는 3.20 사이버테러 사용된 악성

우려하는 대한민국' 이름의 파일은 가짜 사이트로

코드와 올해 초 발생했던 북한발 해킹사고들에 사

연결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식이었다. 해당

용된 악성코드의 최신 변종으로, 해당 해커 조직

사이트로의 URL 클릭만으로도 자동으로 악성 코

은 국내의 한 통신사 특정 서버를 장악해 해당 악

드에 감염된다. 또한 이 파일은 이메일로도 전달

성코드의 명령제어 서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

돼 파일을 열면 정보를 빼가는 사례도 발견됐다.

다.

출처 :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6112412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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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2&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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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사고
사물인터넷 보안 또 뚫렸다… 드론으로
외부에서 해킹
드론으로 건물 외부에서 일부 사물인터넷(IoT) 기
기를 해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는 미국의 한
화이트해커로 구성된 연구팀이 필립스의 휴(Hue)
스마트 전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해킹에 성공했다
고 전했다. 최근 IoT 해킹으로 미국 지역 절반이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겪은 데 이어 또 한 번 IoT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영국의 테스코뱅크 4만 개 계좌 해킹당하
다
영국의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Tesco)가
소유한 은행, 테스코뱅크(Tesco Bank)에서 해킹 사
건이 발생했다. 테스코뱅크에 따르면 일부 고객들
의 계정에서 온라인 범죄 행위가 발생했고, 현금
이 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아직 더 자세
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만 명 정도의 고객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보안 위험이 대두된 셈이다.

당시 해커들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인 분산 서비스
거부(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이용하며 '
좀비기기'를 무수히 만들어냈기 때문에 IoT 보안
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또 다시
특별한 장비 없이 일반 드론으로 해킹에 성공했다.
이들은 사무실이 밀집한 한 건물에서 70미터 가
량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량에서 드론을 조종했다.
드론을 통해 스마트 전구의 조명제어 시스템에 접
속해 자유자재로 조명의 전원을 조작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35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해킹
이 가능했다. 연구팀은 "우리는 불과 몇 백달러면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 해킹에 성공했다"
고 말했다. 이들이 해킹을 시도한 건물에는 오라
클과 같이 보안 사업도 펼치는 글로벌 IT 기업도
입주해있었다.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
110408192586620
10

테스코뱅크의 은행장도 약 4만 개의 계좌에서 수
상한 행동 및 거래가 발견되었고, 그 중 절반 정
도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테스코
뱅크 측은 모든 온라인 거래를 중단한 상태지만
테스코뱅크에서 발급해준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구매를 하는 건 가능하다. 테스코뱅크
는 약 8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계좌 수는 약 13만 6천 여개이므로 1/3에
가까운 계좌가 털린 것.
아직 도난 당한 총 액수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장은 개개인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인들이 은행의 탐지 경보
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270&page=1&kind=4

Security Magazine
파밍 경보! 사회적 이슈 가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조심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이때,
사회적 혼란을 기회 삼아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본지에서는
이미 북한발 피싱 공격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 사칭 이메일 공격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 관련 게시물을 클릭할 때 주의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보안 업체는 최근 다수의 국내 유명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파밍 악성코드
유포사례를 발견해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악성 URL을
포함한 게시물을 유머, 주부, 스포츠 커뮤니티 등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만약 사용자가 본문에 포함된 ‘출처’ URL을 클릭하
면, 공격자가 미리 제작해놓은 악성코드 유포 웹
사이트로 이동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후 감염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라’는 안내페이지
를 띄우고, 가짜 은행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375&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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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동향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3분기 보안 키워
드 4가지
올해 3분기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무엇일까? 보안위협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워크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 개
인정보, 랜섬웨어, 미국, 북한, 악성코드, 익스플로
잇 킷, 포켓몬고, 케르베르(Cerber), IoT(사물인터넷)
등이 대표성을 가진 단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2016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IoT 장비를 악용한 디도스 공격 △포켓몬GO의
인기에 편승한 사이버 위협 △ EMV 방식의 신용
카드 도입에 따른 POS 침해사고 등 4가지 주요
키워드를 선정했다.
이 외에 3분기에도 역시 ‘랜섬웨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북한’도 사이버 보안위협과 관련해 워
드클라우드에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에 발표된 KISA의 ‘2016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동
향 보고서’는 KISA 보호나라(www.boho.or.kr) 홈페
이지나 본지 컨텐츠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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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킹해 주세요"... 해커를 찾는 기업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모바일 앱, 개발자

들, 모의해킹 수요 급증

들은 이렇게 만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자

수많은 모바일 앱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작 사용

사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의뢰하는 모의

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이 고려

해킹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과거 보안 관련 컨

된 앱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오픈 소스 플랫폼

설팅 일부로 여겨지던 것을 넘어 모의해킹을 단독

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는 디컴파일(개발

으로 발주하는 사업이다. 연 단위 계약을 맺고 상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컴파일 과정을 역으로 수

주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고객도 늘었다.

행하는 행위) 기술을 활용해 앱을 해킹해 불법으
로 수익을 올리거나, 악성코드를 주입하는 등 재
가공해 배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모의해킹은 요청 대상 시스템과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합법적으로 해킹하는 서비스다. 실제 해커와
같은 도구, 기법,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공격자
관점에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과 침투 가
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정부 의무규정(컴플라이언스)에 맞춰 해
킹 목표를 지정해 한정적으로 의뢰가 나왔다. 연
2회 의무로 받아야 하는 기술적 취약점 진단 중
웹취약점 진단 항목 28개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
뤘다.
최근에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 기업 등이 보유한 전체 IP 클래스와
네트워크 구성도까지 모두 제공한다.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커가 공격하듯 제한
없이 해킹해달라는 요구다.
일부 대형 금융사는 화이트해커 인력을 상주시키
고 지속적인 취약점 진단과 보안 검증을 요구한다.
모의해킹 수요 증가에 상주 인력 파견 요청까지
늘면서 업계도 모의해킹 역량을 보유한 인력 확보
에 공을 들인다.

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보안
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앱 해킹을 방지하
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난독화(Obfuscation)를 꼽
을 수 있다.
코드 난독화에는 여러 기법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기법이 디컴파일 시 주요 코드를 알아볼 수 없도
록 임의의 값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발 언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문은 그대로 두고, 중요한
내용만 바꾸기 때문에 해커가 소스코드를 손에 넣
더라도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
기 어렵게 만든다.
한 연구원은 "iOS 앱 리눅스 및 유닉스용 GCC 컴
파일러가 아닌 LLVM(Low Level Virtual Machine)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
된 난독화 기술이 필요하다"며 "또 난독화 외에도
탈옥 탐지, 무결성 검사, 메모리 해킹 방지 및 탐
지 기능을 갖춘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출처 :

출처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685

http://www.etnews.com/2016111800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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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인텔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 취약점
발견돼…주의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뉴
욕주립대와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인텔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분석해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커가 아파트 가스 밸브 연다고? 스마트
홈 컨트롤러 취약점 발견
해커가 원격에서 가정 내 가스 밸브를 열거나 전
력 사용을 유발하는 스마트홈 컨트롤러 보안의 취
약점이 발견됐다. 스마트홈 컨트롤러 등 사물인터
넷(IoT) 기기를 노린 공격이 급증,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는 스마트 홈 컨트롤러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 최근 조치했다. 스마트홈 컨트롤러는 원격에
서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전등을 켜고 끄는 IoT
기기다.

신축 아파트에 스마트 홈 컨트롤러 도입이 늘어나
고 있지만 실제 주인만 접근할 수 있는 인증 절차
인텔의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2013년 6월

는 취약하다. 해당 취약점을 이용, 다른 가정 가스

발표된 기술로 Broadwell, Skylake Kaby Lake 모델

밸브를 열거나 전력 사용을 유발한다. 전기요금

에 적용되어 있다.

과다 청구 등 공격도 가능하다.

이번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 취약점은 고정된

해커가 한 개 스마트 홈 컨트롤러를 장악하면 같

메모리 주소 값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개발된 랜덤

은 네트워크 내 모든 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 스

메모리 주소 체계(ASLR) 기술에서 발생한다.

마트 홈 컨트롤러 오작동은 물론 악성코드 등을

인텔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BTB

심어 다른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DDoS 공격에도

버퍼(BTB : Branch Target Buffer)는 CPU가 처리하는

악용할 수 있다.

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프로그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홈 컨트롤러는 사용자 인증

램이 해당 버퍼에 접근 가능해 랜덤으로 생성된

과정이 없다. 공유기와 IP카메라 등은 인증과정이

메모리 주소 정보를 수집 가능하다.

있다 하더라도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이 문제다.

인텔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리눅

해커는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불법 로그인, 도

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플 iOS 및 macOS

메인네임서버(DNS) IP를 강제 변경하고 파밍 공격

등이 모두 취약하다.

에 악용했다. IP카메라 역시 영상 정보를 노출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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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dxno=16797

http://www.etnews.com/201611210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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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 파일 암호화하는 아이랜섬(iRansom)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바탕화면을 노린 “아이랜섬(iRansom)”이 등장하였다. 해당 랜섬웨어는 바
탕화면 하위에 있는 파일을 모두 암호화하며, 랜섬웨어 탐지방법 중 하나인 디코이(Decoy) 방식이 우회
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아이랜섬(iRansom)”은 PC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AES 대칭키 방식으로 암호화하며, 파일 확장
자는 “.Locked”로 변경한다. 공격자는 48시간 이내에 파일 복호화 비용 0.15 비트코인(한화로 약 123,000
원)을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림 1] 아이랜섬(iRansom) 랜섬웨어 감염 메시지
해당 랜섬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MS) 닷넷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동작한다. 하드디스크 전체를 검색하여
특정 확장자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바탕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파
일(하위폴더 포함)들을 암호화한다. 또한, 감염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바탕화면을 감시하여 “.Locked” 확
장자가 아닌 파일이 생성되면 암호화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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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이랜섬(iRansom) 랜섬웨어 감염 전/후 파일
해당 랜섬웨어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Run”에 등록되어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림 3] 윈도우 자동실행 레지스트리 등록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Ransom

작성자 :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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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변화, 그 중간에 서서
전체 플랫폼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보안 컬럼
플랫폼의 변화는 당연히 악성코드 생태계에도 영
향을 미친다. 모바일을 타깃으로 하는 악성코드들
은 공습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모바일
악성코드를 넘어 플랫폼을 아우르는 악성코드들도

서론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이렇게까지 혼란할 수 있을
까? 랜섬웨어는 꾸준히 지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중인 IoT플랫폼은 규모
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길라임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온/오프라인 모두 혼돈의 도가니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듯하다. 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
슈들 중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단연 IoT 보안인데 이는 새로운 플랫폼의 활성화

가끔 나타난다. 실제로 국내를 타깃으로 한 파밍
악성코드에서 ADB와 APK 파일을 다운로드해 모
바일 기기가 연결될 때 모바일 기기에 APK를 집
어넣는 악성코드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이런 케
이스가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모바일도 공
격하는 악성코드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계가 뚜렷했던 플랫폼 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와 함께 보안위협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필자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IoT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KISA에서는 IoT 기기 보안위협 신고 포상제를 진
행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커져가는 규
모에 비해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기존의 플랫폼 변화와
함께 나타났던 위협들과 IoT 플랫폼 발전과 관련

[그림 2] 안드로이드를 감염시키는 exe

된 보안위협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려 한다.
플랫폼의 변화,
컴퓨팅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모두
합쳐서 하는 말이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
는 플랫폼의 변화라 생각된다. 플랫폼의 변화가
새로운 위협을 동반한다는 인과성은 불변의 진리
라 볼 수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예시가 바로 모바
일 플랫폼의 보편화였다.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
인 IOS, 안드로이드 등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악
성코드, 스미싱 등의 위협이 대두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타깃만 바뀐 공격
뿐만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격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IoT 보안위협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바일 환경을 뒤로하고 IoT
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2015년 즈음부터 시작된 IoT 붐은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 순간의 유행이 아닌 새로
운 산업의 시작이므로 이런 열풍은 쉽게 사그라지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가트너에서는

2016년에 16억 대의 IoT 기기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IoT 기기 보안은
현재 보안계의 핫이슈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과
제, IoT 보안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실체 없는 IoT 보안 위협
이 얼마나 무섭길래 호들갑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이런 생각들에 경종
[그림 1] 플랫폼과 보안의 사이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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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사건이 일어나 미국 동부 인터넷이 마비되

결론

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DDoS 공격 자체는 이

서두에 언급했듯 플랫폼 변화와 함께 보안 위협이

사건 외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필연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를

큰 피해 규모로 한번 주목을 받았으며 DDoS에

증명하듯 일어난 DDoS 사건은 우리가 더이상 IoT

사용된 봇넷 덕분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

를 이용한 공격이 컨퍼런스에서나 간간히 언급되

다. 이 사건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Mirai라 명명된

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봇으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리눅스 기반

되었다.

의 OS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IoT 시장의 성장규모는 우리가 예측하는 바 보다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흐름에 함께할 보안위협이
더 높아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세워야 할
지 이제는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작성자 : kino

[그림 3] github에 공개된 mirai 소스
게다가 공격에 사용된 봇들은 IoT 기기를 기반으
로 동작하고 있었으며 이 기기는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감시 카메라로 밝혀졌다. 즉 IoT 기기 중
하나인 감시 카메라가 하이재킹 당해 대형 봇넷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공격했다는 시나리오가 성
립된 것이다. 타깃이 된 감시카메라 제조사는 리
콜을 시행하고 보안 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IoT를 이용한 공격이
PoC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닌 실제 사건에 사용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
는 IoT 보안위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
다.
악성코드적 측면에서의 IoT 위협
IoT가 활성화되기 전에도 Linux기반의 악성코드들
은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윈도에 비해 기반 시스템이 턱없이 부
족해 악성코드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IoT 기기의 수가 늘어나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던 윈도우 플랫폼만큼이나 보편화 된다
면 커지는 규모만큼 악성코드나 보안위협에서 자
유로워 질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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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강력한 힘이다.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블록체인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악성코드는 무엇일까? 아
마 랜섬웨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많이 유
포되고 있는 랜섬웨어는 내가 이러려고 보안 업계
에서 일하나 자괴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률
을 올리고 있다. 체크포인트(checkpoint)에 따르면
케르베르(cerber) 랜섬웨어의 경우 7월 한 달간 관
계자들이 번 돈은 19만 5천 달러라고 한다. 이렇
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랜섬웨어는 아직도 많
을 땐 하루에 300건 가까이 유포되고 있다. 랜섬
웨어의 주 수입원은 파일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받
는 비트코인이다. 이때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이유
는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트
코인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이다.
과거에는 기록물을 저장하기 위해 종이를 이용하
였다. 이러한 방법은 위변조 및 분실이 쉽게 일어
나는 문제가 있다. IT가 발전하면서 기록물 보관할
때 더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그림 1] 기존 방식(좌)과 비트코인 방식(우)
블록체인은 일정 시간 동안의 기록을 하나의 블록
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리고 중앙 서버에만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다. 서비스
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사본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
는 모든 장부에 화폐의 사실 여부, 거래 기록 등
을 기록해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화
폐를 복제하거나 부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모든 사람의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한
블록 단위로만 나눠 가지고 있어도 공격자는 과반
의 사용자 기록을 변경해야 하므로 공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때는 주로 중앙에 서버를 두고 그곳에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관리가 용이하지만 중
앙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공격을 당한 경우 데
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방법
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다. 비트코인의 개발 이유도 기존 화폐와 달리 화
폐를 관리, 감독, 통화량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뢰
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한 화폐 거래 시스템을 만들
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고 사
용되는 가상 화폐이다 보니 악의적인 누군가에 의

[그림 2] 한 블록의 형태

해서 복제 및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블록

거래기록이 저장된 블록들은 Proof Of Work 라는

체인이라는 기술이다.

과정을 통해 블록에 들어가 있는 기록들에 대해
유효한 거래인지 타당성을 확인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에 의해 블록을 만들게 된
다. 블록을 만드는 데에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
하므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주는 형태이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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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검색을 하면

예를 들면 병원 의무기록을 분산된 보건복지부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 블록의 해시를

서버와 여러 병원이 나눠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추가하여 이전 블록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올릴

의무기록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블록을 연결하여 저장하

약을 대리로 받는 부정한 일이 일어날 경우 정상

기 때문에 『블록 체인』 이라고 부른다. 간략하게

적인 의료행위로 판단되지 않아서 쉽게 감사가 가

설명을 했지만, 블록체인이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

능할 것이다. 또한, 많은 서버가 의무기록을 가지

하는 데 있어 생각보다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고 있으므로 의무기록 일부만 폐기하는 일도 굉장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히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신문사에

만약 누군가가 기록을 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해

도 도입할 수 있으면 오보에 대해 기사만 제거하

당 거래 내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록을

는 것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기사를 작성

Proof Of Work 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만들어야

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한다. 블록을 다시 만들게 되면 해시 값이 변경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기 때문에 변경한 블록의 다음에 있는 모든 블록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의 해시 값이 변경되어야 하고, 모든 사용자가 해

왕조실록이 바로 그 예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 기

당 블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블록만 변경이

록물을 우리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 항상 사본을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들이 기록을 가지

만들어 분산 저장을 해왔고, 고난과 역경을 거치

고 있지 않다면 해당 거래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

고 잘 관리하여 우리에게 물려줬다. 우리도 이 정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해당 거래는 이루어지

신을 받들어 블록체인을 보편화하여 기록물을 잘

지 않는다.

저장하고, 기록물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좋은 곳

이렇게 기록물 저장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블

에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블록체인이

록체인의 경우 실제로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금융

기록물을 완전무결하게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

권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

법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기술 중 가

미 도입을 한 금융 회사도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장 최선 방법이라 생각이 된다.

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도 있는데 이는 틀렸다. 은행에서
지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거래 방
식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중
앙서버관리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고, 거래 기록에 신뢰성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
다.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가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유명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40여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의
기 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국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미국 장외 주식인 나스닥의 경우
에는 지난해부터 비상장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주로 금융권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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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inaff : 금융권을 겨냥한 새로운 트로이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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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inaff : 금융권을 겨냥한 새로운
트로이목마
지난 1월, 새로운 형태의 트로이목마 ‘Odinaff’가
탐지되기 시작했다. 트로이목마 본연의 임무에 충

[그림 1] 문서 파일의 악성 매크로

실하도록 제작되어 외부 명령에 따라 파일 다운로
드 및 실행 기능을 주로 하는 이 악성코드는 공격
초기 단계에서 표적 네트워크에 침입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네트워크에 머물면서 추가
적인 툴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뮤텍스를 생성한
다.
- 뮤텍스명 : rYenyB8fal

감염 벡터는 주로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허위 문
서로, 문서 파일의 매크로 실행 시 사용자의 컴퓨
터에 Odinaff가 설치된다.
패스워드로 보호된 RAR 압축파일이 발견됨에 따
라 스피어 피싱 이메일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존
재하며, 안드로메다(Downloader.Dromedan), 스니
풀라(Trojan.Snifula)와 같이 다른 악성코드에 이미

[그림 2] 뮤텍스 생성
(3) 사용할 API 주소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감염된 봇넷을 통해 전파된 사실 또한 드러났다.
공격자는 Odinaff를 통해 다수의 추가적인 툴을
이용하는데, Batel 백도어를 포함한 악성코드뿐만
이

아닌

Mimikatz(윈도우

패스워드

복구

툴),

PsExec(원격 명령어 실행 툴), Netscan(네트워크
스캐닝 툴)과 같은 정상적인 툴 또한 이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공격 대상의 35%가 금융기관이며,
SWIFT 시스템을 해킹하는 추가 악성코드가 발견

[그림 3] API 주소 로드
(4) C&C 서버로부터 명령어를 읽어 온다.
- C&C 주소 : https://162.243.45.200/Sc04SIAz

됨에 따라 Odinaff 해킹 조직이 금융기관을 겨냥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상세보고서에서는 Odinaff 트로이목마와 이를
통해 유입된 추가 악성코드를 다룬다.
1. Malware
(1) DOC 파일 매크로 실행 시 악성 파일을

[그림 4] C&C 서버로부터 명령어 수신

생성한다.
- 생성경로 : C:\Documents and Settings\

(5) C&C 서버에서 읽어 온 명령 값에 따라 각각

Administrator\Application Data\Bellyband.exe

다른 악성행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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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IFT 해킹 악성코드
허위 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SWIFT 메시지 기록을
은닉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객의 로컬 메시지 로그에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 탐색하고, 악성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해당 로그를 이동시킨다.
(1) SWIFT 서비스에 해당하는 특정 경로에서 특정

[그림 5] 명령어에 따른 세부 악성행위 수행

문자열이 존재하는 파일을 읽고, 성공 여부를
로그파일에 기록한다.

(6) 명령 값이 0x31 인 경우 추가 파일 다운로드

- 경로 : D:\WIN32APP\SWIFT\ALLIANCE\

후 실행한다.

SERVER\Batch\Outgoing\HK\HKAcksBak\*

[그림 9] 특정 문자열이 존재하는 파일 확인
(2) 기존 메시지 로그파일을 이동시킨다.
- 이동 경로 : C:\Temp\Msg

[그림 6] 추가 파일 다운로드
(7) 명령 값이 0x32 인 경우 인자로 받은 내용을
담은 배치파일을 생성 후 실행시킨다.

[그림 10] 기존 메시지 로그파일 이동
3. Disk Wiper
(1) MBR 영역에 512byte 크기의 특정 값을 덮어
쓴 후(Wiping) 재부팅시킨다.

[그림 11] Disk Wiping 후 재부팅
[그림 7] 배치파일 작성 후 실행
(8) 명령 값이 0x33 인 경우 배치파일을 생성해
자가삭제 한다.

4. Keylogger
(1) 입력 받은 키 값과 에러

메시지를 로그

파일에 기록한다.
- 파일 경로 : C:\Windows\Temp\klrd.log

[그림 8] 배치파일을 이용해 자가삭제
[그림 12] 로그파일 기록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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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로그파일에 키로깅한 값 저장

작성자 : Gypsy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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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 세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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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시간에는 dex 파일 포맷 분석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dex 포맷 구성 요소 중 Field_ids,
Method_ids 그리고 Class_defs에 대해서 알아

[그림 3] field_id_item

보겠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각각의 섹
션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림 1]과 같이 필드, 메
소드,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추출할 때 유용
하게 사용 된다.

예제로 사용하고 있는 dex가 가지고 있는 일곱
번째 필드 정보(첫 번째 필드로부터 48바이트
떨어진

곳에

위치,

c30h)는

com.google.s.picc.Parm._key이며

java.lang.String
[그림

4]는

field_id_item의 값들을 통해 해당하는 필드 정보
를 얻어내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dex 파일 포맷
우선 Field란 앱 프로그래밍 시 사용된 필드 즉,
변수를 의미하며 Field_ids는 이와 관련된 정보
인 필드 이름과 타입, 필드가 정의된 클래스 이
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 Field
섹션 역시 헤더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헤더의 field_ids_size(offset : 50h, size : 4byte)와
field_ids_off(54h, 4byte) 값을 통해서 각각의 정
의된 필드의 개수와 필드의 첫 엔트리 포인트의

[그림 4] 7번째 필드 정보

시작 위치인 오프셋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림 2]의 경우 헤더 정보에 따라서 총 43개
(0x2b)의 필드 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 4]의 과정을 통해 필드가 속한 클래스
는

“Lcom/google/s/picc/Parm;”이며

타입은

java.lang.String, 필드명은 _key값임을 확인할 수
가 있다.

[그림 2] field_ids 사이즈와 오프셋의 예시

필드 섹션 다음인 메소드 섹션을 알아보도록 하
자. 메소드의 정보 추출 방식은 필드와 매우 유

오프셋이 가리키는 곳(field_ids_off)으로 이동하

사한데 메소드 역시 필드와 마찬가지로 헤더에

면 8바이트씩 구성된 필드 정보가 총 필드의 개

메소드의 개수와 시작 위치인 오프셋 값을 가지

수(field_ids_size)만큼 존재하게 된다.

고 있다.

각각의 8바이트는 [그림 3]과 같이 클래스 이름,

이들은 각각 헤더 내부의 method_ids_size(58h,

필드의 유형 그리고 필드의 이름을 얻기 위한

4byte)와 method_ids_off(5Ch, 4byte) 필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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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 가능하며 [그림 5]의 경우 헤더 정보에
따라 총 175개의 메소드 엔트리를 가지고 있다.
첫 엔트리의 시작 위치는 D58h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method_ids 사이즈와 오프셋의 예시
필드와 마찬가지로 8바이트씩 구성된 메소드 정
보(method_id_item)가 오프셋이 가리키는 곳으
로부터 총 메소드의 개수만큼 나열되어 있다.
8바이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method_id_item
은

[그림 6]에서 보듯이 클래스 이름, 함수의

원형 정보 그리고 마지막 메소드 이름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 156 번째 메소드 정보
이제 실제 Dex의 실행 코드를 얻기 위한 마지막

[그림 6] method_id_item
예제로 사용하고 있는 dex가 가지고 있는 156번
째 메소드 정보(첫 번째 메소드의 오프셋으로부
터 1240바이트 떨어진 곳에 위치, 1230h)는
boolean

java.util.Date.after( java.util.Date)이며

[그림 7]은 method_id_item의 값들을 통해 해당
메소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

단계인 Class_defs 섹션이다. 이 섹션은 앱에서
사용된 모든 Class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lass_defs 섹션 역시, 헤더에 저장되어 있는
class_defs_size(60h, 4byte)와 class_defs_off(64h,
4byte)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그림 8]의 경우를 통해 총 20개의 클래스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첫 번째 클래스는 정보는
12D0h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프로토타입을 얻는 과정은 이전 호를 참고하
길 바란다.)
[그림 7]의 과정을 통해 메소드가 속한 클래스는
java.util.Date이며

함수

원형인

프로토타입은

boolean( java.util.Date), 메소드 이름은 after임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class_defs 사이즈와 오프셋의 예시
class_defs 섹션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field_ids
와 method_ids 섹션을 이루고 있는 엔트리 포인
트의 크기인 4바이트와는 달리 32바이트로 구성
된

총

8가지의

정보를

지니고

있는

class_def_ite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정
보는 해당 클래스의 이름과 타입, 부모 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존재 유무, 소스 파일 정보 및 실
제 실행 코드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그림 9]는 class_def_item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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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부호없는 정수 값을 uleb128 포맷
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림 9] class_def_item
복잡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드는 class_data이다. 해당 필드는 클래스의 실
제 정보가 존재하는 오프셋 값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오프셋으로 이동하면 class_data_item 포맷
형식 이라는 엔트리 포인트가 존재하며 바로 이
부분에 바이트 코드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
다.
[그림 11] class_def_item
static_fields_size는 클래스에 정의된 static 필드
의 개수, instance_fields_size는 로컬 필드의 개수,
direct_methods_size는 static, private류의 다이렉
트 메소드의 개수, 마지막 virtual_methods_size
는 다이렉트 메소드를 제외한 모든 메소드의 개
수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헤더를 포함한
여러 섹션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이라이트 격
[그림 10] class_def_item
지금까지의 다른 섹션 내부 엔트리를 구성하는

인 data 영역을 분석하여 특정 클래스의 메소드
의 실행 코드의 위치를 찾아 기계어 코드를 얻
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타입과는 다르게 class_data_item에는
uleb128, 그리고 encoded_field, method와 같은
새로운 타입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새롭게 등장한 uleb128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leb128
타입의 부호 값이 없는 값을 저장하는데 쓰이며,
leb128 포맷은 Little Endian Base 128의 약자로
매우 큰 정수 값을 작은 바이트 수를 이용하여
저장하는데 쓰인다. 즉, 부호 없는 큰 정수 값을
작은 바이트 공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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