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1

2
1

Contents
01

12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3

02

월간 악성코드 이슈 동향

7

악성코드
해킹 침해 사고
보안 위협
보안 동향

03

이달의 TOP

15

되돌아보는 2016 보안 동향 및 미리 보는 2017 보안 예측
연말정산 등 국내 타겟 랜섬웨어 유포 주의

04

보안 컬럼

22

내 서버를 가만히 놔둬!
멀웨워즈 : 보이지 않는 위험
웹 사이트보안,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해

05

월간 악성코드 상세 분석

30

다시 돌아온 Moonlight Worm
돌아온 MBR 감염형 랜섬웨어 : GoldenEye

06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 분석
Dex 내부의 달빅 코드 추출

3

35

01

12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업데이트 요약

3

Security Magazine

12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MS16-144

공지 제목 및 요약
Internet Explorer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204059)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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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6-145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2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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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6-146

Microsoft 그래픽 구성 요소용 보안 업데이트(3204066)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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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
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47

Microsoft Uniscribe용 보안 업데이트(3204063)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Uniscrib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웹 사이트를 방
문하거나 특수 제작된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48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3204068)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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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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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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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업하는 고객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6-149

Windows용 보안 업데이트(3205655)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러한 취약성 중 더 위험한 취약성으로 인해 로컬에서 인
증된 공격자가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권
한 상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MS16-150

Windows 보안 커널 모드용 보안 업데이트(3205642)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로컬에서 인증된 공격자가 대상 시스
템에서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권한 상승이 허
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점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VTL(가상
신뢰 수준)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MS16-151

커널 모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3205651)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영향받는 시스템에 로그
온하여 취약성을 악용하고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6-152

Windows 커널용 보안 업데이트(3199709)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Windows 커널이 메모리의 개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
우 이 취약성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S16-153

공용 로그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3207328)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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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함으로써 이 취약성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
에 성공한 공격자는 관리자 권한 컨텍스트에서 프로세스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MS16-154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320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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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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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Framework용 보안 업데이트(3205640)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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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NET Framework의 취약성을 해 정보 유출
결합니다. .NET Framework 4.6.2에는 공격자가 암호화 메커니즘
을 통해 방어해야 하는 미사용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NET

Framework가 개발자 제공 키를 처리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취
약성을 해결함으로써 미사용 상태의 데이터를 방어합니다.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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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2008년 미군 정보망도 악성코드 침투
…‘벅샷 양키’ 14개월간 바이러스 박멸 작
전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랜섬웨어 전술 확장...2017년 새로운 사이
버보안 국면 맞이할 것
2016년 위협환경의 변화로 인해 2017년 사이버보
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
왔다. 한 보안업체는 13일 연간 보안 예측 보고서

국방 전산망(국방망)이 해킹된 사건과 유사한 상

인 ‘넥스트 티어 - 2017년 보안 예측’을 발표했다.

황이 과거 미군에서도 발생했다. 그러나 미 국방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맞게

부는 이를 사이버 보안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계

차별화된 전술을 구현하는 위협 행위자들로 인해

기로 삼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

공격의 강도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와의 전쟁을 이어가던 2008년 가을 중동 지역을

이 보안업체는 “2016년의 위협 환경은 사이버범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의 컴퓨터 서버에

죄자들이 더욱 광범위한 공격과 공격 표면을 모색

서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됐다. 국가안보국(NSA)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

은 미군 정보망에 악성코드(agent.btz)가 침투한

이버보안 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

사실을 발견했다. 악성코드는 외부 저장장치(USB

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정보

메모리)를 통해 미군 노트북 컴퓨터로 침투한 것

보호규정)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의 데이터 관

으로 드러났다.

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공격 방식이 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은 군 내부망과 외부망(일반

업들을 위협하며 랜섬웨어 전술이 확장되어 더 많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악성코드

은 기기를 감염시키고 사이버 홍보가 여론을 동요

가 군 내부망에 침투해도 군사 정보가 외부로 유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규정
위반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동 지역 전투
현장의 미군들은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군 내부
망뿐 아니라 외부망에도 동시에 접속했다. 내부망
과 인터넷에 연결하는 컴퓨터를 별도로 운용하라
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야전에서 규정
대로 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해커는 이런 취

2016년에는 93건의 어도비 버그 및 69건의 마이

약점을 노렸다.

크로소프트 감염 사례와 함께 애플 취약점도 46

미군은 이때부터 대대적인 악성코드 박멸작전을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대

시작했다. 작전명 ‘벅샷 양키(Buckshot Yankee)’를

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애플 운영 체제의 사용

14개월 동안 진행했다. 미군의 모든 컴퓨터에 설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공

치된 저장장치의 기록을 완전히 지우고 프로그램

략하는 익스플로잇 역시 눈에 띄게 변화할 것으로

을 다시 설치했다. 하드드라이브뿐 아니라 외부

예측했다.

저장장치도 다시 포맷한 뒤 사용했다. 그런데도

또한, 보고서는 Business Email Compromise(BEC)

변종 악성코드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한번

와 Business Process Compromise(BPC)는 비용 효

감염되면 완전한 치유를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율적이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업 강탈 방식이어

미군은 관제시스템을 작동해 정보 유출 피해를 최

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소화했다.
출처 :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099465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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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풀려면 돈 보내라"…경찰도 당한 '

핵시설 은밀하게 파괴하는 사이버미사일

랜섬웨어'

미국은 부시(G. Bush) 행정부 때인 2006년 이란

#1.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홍보담당 백모 순경은

핵(核)시설에 은밀히 접근해 물리적 손상을 가할

지난 4월 자취방 컴퓨터를 켰다가 대부분 파일의

수 있는 사이버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확장자명이 '*.vvv', '*.ccc' 등으로 바뀐 것을 보고

당시 미국은 이라크전 시작 명분이던 사담 후세인

깜짝 놀랐다.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

확장자가 바뀐 파일은 아무리 더블클릭을 해도 열

면서 적대국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리지 않았고, 그간 경찰 홍보 영상 편집을 위해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부시 참모들은 핵시

모은 자료들도 암호화돼 먹통이었다.

설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원심분리기를 고장 내
는 아이디어를 냈다.

바탕화면에 새로 생긴 파일에는 "암호를 풀고 싶
으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나타날 뿐
이었다. 백 순경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수
차례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나와 결국 컴
퓨터를 포맷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의왕경찰서 지역경찰관인 김모 경위도 지난
10월 똑같은 피해를 봤다.

그들은 원심분리기제어시스템을 고장 내기로 작정

초등학생인 딸이 실수로 팝업창을 눌렀는데, 이후

했다. 작전 코드명 ‘올림픽 게임’이다. 2008년 말

회사 업무와 관련한 파일부터 추억이 담긴 가족사

부시 대통령은 신임 오바마 대통령에게 ‘올림픽

진 파일까지,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게임’ 작전은 중단해서는 안 될 작전이라고 강조

없는 상태가 됐다.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면서 보다 업

컴퓨터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

그레이드된 공격을 명령했다.

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핵시설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지적이고 수시로 일어나는 침해사고와는 다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두고, 보안이 취약한 사

의 반작용으로 주요기반시설과 산업제어시스템에

이트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발신자가 불명확

대한 공격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적의를 가진

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중요 자료를 주기적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들의 사이버미사일 공격에 우

으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왕좌왕하거나 부족한 대응으로 국가운영이 위태로
워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

출처 :

0200000000AKR20161215158600061.HTML?input

http://news.joins.com/article/21020794

=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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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를 가장 괴롭힌 악성링크와
랜섬웨어는?
2016년 한 해 동안 어떤 악성링크와 랜섬웨어들
이 우리들을 많이 괴롭혔을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린 한 해였기
때문에 그간 어떤 랜섬웨어들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악
성링크 유포지-경유지 실시간 탐지 및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에서 2016년 악성링크 유포현황을
집계한 ‘악성링크 유포탐지 시스템 동향분석 보고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해킹 침해 사고
사이버사령부

뚫렸다...해킹에

인터넷PC

악성코드 감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달 중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인터넷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
났다.
1일 김진표 의원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
당)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인
터넷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조치한 것으로 밝
혀졌다.

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따르면 2016년에 발견된 악성링크에 연관된 대표
적인 키워드들은 랜섬웨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
드, 앵글러, Cerber, Locky, 카이신, 파밍, Flash 등이
었으며, 예상대로 랜섬웨어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는 사이버사령부 `백신
중계 서버`가 해킹 당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를 포함해 육·해·공군 일선 부대마다 인터넷 접속
용으로 사용 중인 2만 여대 공용PC 보안을 관리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백신 중계 서버를 두
고 전군 인터넷PC에 보안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해커는 이 중계 서버 취약점을 파고 들어 장악했
다. 중계 연결된 인터넷PC에 한 번에 악성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A 보안전문가는 “그동안 북한은 주로 백신과 자
올해 가장 기승을 떨친 랜섬웨어 종류로는 록키
(Locky)가 69%를 차지했고, TorrentLocker 21%,
CpyptoWall 9%, 케르베르(Cerber) 2% 순으로 조사
됐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796&page=1&kind=1
10

산관리솔루션, 패치관리솔루션, PC 보안솔루션 등
중앙관리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네트워크
내 PC에 악성코드를 한 번에 감염시키는 수법을
썼다”며 “취약한 관리자 계정을 탈취하고 서버 업
데이트 파일을 변조하는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번
사이버 사령부 역시 같은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etnews.com/20161001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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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발전소 해킹해 정전시키고… 政敵 PC에

야후 또 대규모 해킹 피해.."2013년 회원

아동 포르노 심고…

10억명 계정 도난"

지난해 4월 영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반(反)체제

인터넷 포털 야후에서 이용자 10억여 명의 개인

인사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의 자택에 경찰이 들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가

이닥쳤다. 경찰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고

발생했다.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
했지만 컴퓨터에서는 실제로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발견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영국 검찰
은 지난 5월 "부코프스키의 컴퓨터에 정체불명의
제3자가 접근했을 수 있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
다. 러시아 해커가 그를 음해하기 위해 포르노그
래피를 심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뉴욕타임
스(NYT)는 12일(현지 시각) 이 사건을 전하면서 "
러시아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수준을 넘어 다양
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야후는 2013년 8월 10억 명 이상의 이용
자 계정과 연관된 데이터가 권한이 없는 제3자에
게 도난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해킹당한 이용자 데이터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부코프스키 사건은 정적이나 반체제 인사를 콕 짚
어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이른바

'콤프로마트

(Kompromat)'라는 수법이다. 공인(公人)을 무너뜨
리기 위해 수치스러운 성적 혐의를 뒤집어씌운다
는 뜻이다. 해커가 상대방 컴퓨터에 음란물을 심
고, 수사 당국이 조사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
도하는 단계를 거친다. NYT는 "영국 수사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러시아 국영방송은 그를 아동 포
르노 애호가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인격 살인'은 이미 저질러
졌다"고 했다.
러시아는 적대국의 발전소, 공항 등 기반 시설을
공격해 마비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력 발전소가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
되는 해킹을 당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
됐다. 다만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야후는 전했다.
앞서 야후는 지난 9월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해커가 2014년 말 이용자 5억 명의 계정을 해킹
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야후가 공개한 10억 명 계정 해킹 사건은
9월에 발표한 2014년 해킹 피해 규모(5억 명)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번에 공개한 2013년 해킹도 9월에 발표한 해킹
과 같은 특정 국가 지원을 받은 해커의 소행으로
야후는 추정하고 있다.
야후는 "이용자 계정 보안을 강화했으며 사법 당
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계
정에서 수상한 활동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비밀번
호와 본인 인증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

2/13/2016121300283.html

0200000000AKR20161215033551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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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비자카드, 곧 6초에 1개씩 해킹 당할 수
도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최신 스마트폰, 보안 취약점이 200개
최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평균 200여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 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
부 취약점은 해커가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 권한을

영국의 뉴캐슬 대학(Newcastle University)의 연구

획득,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모든 활동을 감시할

원들이 비자 신용카드의 번호, 보안 코드 및 만기

수 있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일 등 주요 정보를 6초 안에 해킹할 수 있는 방

전자신문은 고려대 소프트웨어(SW)보안 국제공동

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IEE(Institute of Electrical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최신 스마트폰 3종을 검사

Engineers: 전기공학회)의 보안&프라이버시 저널

하고 안드로이드 펌웨어 보안 개선이 시급하다고

에서는 이 방법을 DGA 공격(Distributed Guess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S7, LG전자 V20, 화웨이

Attack : 분포된 추측공격)으로 명명했고, 이는 온

P9 등 3종의 최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조사했

라인 결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망을 대부분 피

다. 애플 아이폰은 펌웨어가 공개되지 않아 대상

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최근 국내 출시된 화웨이 P9에서 237
개, 삼성전자 갤럭시S7 206개, LG전자 V20 156개
취약점이 발견됐다.

DGA 공격은 현존하는 온라인 결제 방식 시스템
의 2가지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하나는 온라인에
서 카드결제를 진행할 때 서비스와 사이트에 따라
사용자에게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가 제각각이
라는 점이다. 어떤 사이트는 카드 번호와 만기일

화웨이 P9에서 발견된 취약점 237개 가운데 심각

기입만을 요청하고, 어떤 사이트들은 카드 뒤편에

도가 높은 것은 66개였다. 이들 취약점 가운데에

있는 CVV, 보안 코드,집 주소 정보까지도 입력을

는 발견된 지 8년 된 것이 12개나 있었다. 2013년

요한다.

21개, 2014년 43개, 2015년 62개, 2016년 107개 등

또 다른 취약점은 하나의 비자카드로 동시에 여러

이미 발견된 취약점이 전혀 패치되지 않은 채 최

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했을 때 이를 탐지하거나

신 스마트폰에 쓰였다. 이들은 모두 공식 보고된

금지시키는 원리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약점(CVE표준)이다.

해당 취약점을 노리고,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

갤럭시S7 역시 고위험도 취약점이 47개에 달했다.

천 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예상되는 카드 번호를

S7도 2008년 취약점 12개, 2013년 10개, 2014년

무작위로 조합하여 실제 유효한 번호를 찾아낼 수

17개, 2015년 82개, 2016년 100개가 패치되지 않

있다.

았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607&page=1&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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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news.com/201612120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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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공격의 전략도 변하고 있다! 헤일스
톰 공격 발견
안티스팸 솔루션의 기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
다. 현존 최고의 솔루션으로는 스팸 메일을 99.9%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스패머들에게는 좋
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스패머 및 사이버 공격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퀴벌레처럼 적응하고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동향
2017년 국내 IT 시장 10대 이슈 예측해
보니...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2017년 국내 IT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발
표되어 주목되고 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다. 기능이 뛰어난 안티
스팸에 대항하여 공격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 보안 전문가들이 공개했다.

먼저, 이번에 발견된 스패머들의 새로운 전략은
‘헤일스톰(hailstorm)’이라고 불린다. 이는 스패머들
의 기존 인기 전략인 ‘스노우슈(snowshoe)’의 업
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안티스
팸 솔루션들이 공격의 양을 측정해 스팸을 걸러낸
다는 걸 알고, 회피하기 위해서다. 즉 ‘양’을 여러
IP로 분산시켜 공격하는 것이다.
많은 IP를 활용해 공격을 분산시킨다는 개념 자체
는 헤일스톰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스노우슈와 다
른 점이 있다면 용량이 낮은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신 용량이 매우 높은 이메일을 짧은 단 시간에
폭발하듯이 발송하는 것이다. 시스코 탈로스의 야
콥 도어만(Jakob Dohrmann), 데이비드 로드리게즈
(David Rodriguez), 제이슨 슐츠(Jaeson Schultz)는
“기존 안티스펨 솔루션들 중 가장 빠른 제품이 공
격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난다”고 설명한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777&page=1&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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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이 선정한
2017년

국내

IT

시장

10대

주요

예측(‘IDC

FutureScape: Korea Predictions 2017’)이다.
#1. 뉴노멀 IT 시장의 저성장 기조 고착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시 경제 변화
#3. 플랫폼 중심의 경쟁
#4. 클라우드 2.0(Cloud 2.0, Enterprises are in the
cloud)
#5. 인지 및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확산
#6. 데이터 및 정보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7.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주도권 윤곽
#8. 차세대 사용자 환경
#9. 새로운 위협, 차세대 보안 전략 필요
#10. 소비자, IT 전략의 중심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579&page=1&kind=3

Security Magazine
다가오는 2017년, 한국을 위협할 사이버
공격 7가지
점점 고도화·다양화되어 가는 보안위협 가운데
2017년에는 어떤 위협과 사이버 공격들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을 괴롭히게 될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국내외 보안업체와 함께 2016년
한 해 발생한 보안위협을 분석하고 내년 사이버공
격 위협을 전망하는 ‘2017년 7대 사이버 공격 전
망’을 5일 발표했다.
이들이 꼽은 2017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으로는
△산업전반으로 번지는 한국 맞춤형 공격 △자산
관리 등 공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표적 공격 △한
국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 대량 유포
△사회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 발생 △멀버타
이징 공격 등 대규모 악성코드 감염기법의 지능화
△악성앱 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위협 증
가 △좀비화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무기화 등
이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609&page=1&kind=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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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는 2016 보안 동향 및 미리 보는 2017 보안 예측

2016년 보안이슈
1. “랜섬웨어가 훔쳐간 내 파일…!” (다양한 랜섬웨어)
2016년은 ‘랜섬웨어의 해(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발견된 대표적인 랜섬웨어는 음성으로 파일
암호화를 안내하는 케르베르(Cerber),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하데스(Hades), 바탕화면을 실시간으로 암
호화하는 아이랜섬(iRansom), 모바일 결제방식이 추가된 록쿠(Rokku) 등이 있다. 랜섬웨어 시장은 레드
오션(Red Ocean)으로 랜섬웨어 제작자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추가하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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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암호화된 파일의 몸값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한화 45만원이면 블랙마켓에서 랜섬웨어를 제작할
수 있고 사회 이슈를 이용한 랜섬웨어 감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자사 APT Shield 기준, 올해 11월까
지 랜섬웨어 실시간 차단 현황은 약 1만 6천 건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약 38% 증가하였다.
2.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APT 공격 지속)
올해 초부터 크고 작은 해킹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해킹
사건은 표적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격자는 지인을 사칭해 내부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화
면보호기 파일을 전송하였고, 감염된 직원 PC를 통해 약 57시간 만에 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 공격자는 정확한 표적을 선정하여 최단 시일 안에 목적을 달성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이외에 SK, 한진 그룹 등 대기업이 해킹 당해 4만여 건의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기업의
보안시스템도 더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표적 공격은 단순 정보 유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
를 마비시킬 만큼 매우 위험한 공격이며 최근 고도화된 방식으로 인해 사전 탐지가 어려워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 “인터넷 연결된 물건은 다 위험해!”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공격)
최근 이용자들의 편리함으로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도메인 서비스 업체
인 딘(Dyn)은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트위터, 아마존 등 미국 동부지역의 주요 웹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다. 디도스 공격을 발생시킨 미라이(Mirai) 악성코드는 취약한 아이디/패스워드나
제조사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사물인터넷 기기를 대상으로 감염시켜 대규모 봇넷을 형성하였다. 앞으
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와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안 위협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관리되지 않
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정상 파일인줄 알았는데.. 당했다!” (정상 프로그램 악용 및 취약점)
최근 정상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뷰어(Team Viewer)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공격자가 감염PC의 백도어
로 종종 사용하곤 했다. 올해 초에는 취약한 비밀번호를 가진 팀뷰어 아이디를 해킹해 무단결제와 인터
넷 뱅킹을 시도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악성코드 유포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금융권 보안
솔루션으로 사용중인 이니텍, 닉스테크의 코드 서명이 해킹되었으며 엔프로텍트의 보안모듈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도 발견되었다. 이외에 사회적 이슈 ‘최순실 사태’로 위장한 악성 한글파일이 발견되었는
데,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
JAVA나 Flash Player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는 꾸준히 발견되고 있지만 최근 보안모듈의 취약점을 이
용하여 악성코드 배포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정상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최신 버전의 응용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5. “범죄자들의 노다지, 금융권” (금융권 악성코드)
금융권 관련 악성코드는 랜섬웨어 이슈에 밀려 잠잠한 듯 보이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 올해 초 파밍 악
성코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설정 중 ‘자동 구성 스크립트 사용’ 부분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넣어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 파밍 페이지에 연결하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해킹을
당해 8천 100만 달러(약950억원)가 이체된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은행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세계 최대 은행간 국제결제 시스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뚫렸다. 대만의 한 ATM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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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해킹으로 현금이 쏟아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공격자들은 한 번의 금융권 해킹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악성코드를 제작하고 있다.

2017년 보안 위협 예측
1. “다음은 바로 너!” (타겟형 랜섬웨어)
2017년 랜섬웨어는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등 특정 표적을 선정하여 시스템 내부의 모든 파일
을 암호화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팀뷰어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RDP)을 이용하여 개인 사용자를 감염 시키고 파일 중요도에 따라 몸값을 유동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상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표적공격)
내년에도 대기업 및 국가기관을 목표로 하는 표적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는 특정 표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킬 것이며, 내부 프로그램 취약점 등
을 이용해 전체 시스템을 빠르게 장악하고 시스템 파괴나 탈취된 정보를 이용해 사회혼란을 유발할 것
으로 예상한다.
3. “악성코드 제작자 일거양득(一擧兩得)”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보안 위협 증가)
과거에는 윈도우 사용 비중이 높아 다른 플랫폼 악성코드가 많지 않았으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
근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악성코드인 미라이(Mirai) 소스코드 공개로 인해 다양한 변종
악성코드와 각종 취약점, 익스플로잇 코드를 탑재한 악성코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IoT
기기들에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통합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보안 위협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한다.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크로스 플랫폼 유형의 악성코드가 증가할 것으로 보
이며 크로스 플랫폼 악성코드는 하나의 악성코드 제작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동작함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4. “구름 따라 쫓아가는 새로운 보안 위협” (클라우드 보안 위협)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에서 개인까지 우리 일상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어 중요 데이터를 노린 보안 위
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기로 구성된 봇넷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해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한다.
5. “골라 골라 싸게 싸게 골라~” (블랙마켓 활성화)
기존 블랙마켓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시장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취약점,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제
작 도구를 거래하는 등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반인이 블랙
마켓을 이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성자 :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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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등 국내 타겟 랜섬웨어 유포 주의
□ 개요
최근 연말정산 문서 등으로 위장한 랜섬웨어 감염 시도가 확인되었다. 감염되는 랜섬웨어는 Venus
Locker로 연말에 맞춘 키워드를 사용하여 국내 사용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악성 문서 파일들
은 주요 국내 산업기반 시설을 겨냥하여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현재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문서 파일들은 “2016년도 연말정산 안내”, “2016년 연말정산 변경사
항”, “2016연말모임장소추천목록” 등의 이름으로 연말을 맞이한 국내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랜섬웨어 감
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1] 랜섬웨어 유포 문서를 유포하는 스팸 메일
유포되고 있는 문서 파일들은 매크로 악성코드로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문서 파일에 삽입되어있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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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실행된다. 삽입되어있는 코드가 실행되면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사용자의 PC를 감염시
킨다. 금번 유포되고 있는 문서 파일들은 Venus Locker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매크로 악성코드에 삽입된 다운로드 스크립트

[그림 3] Venus Locker 감염 후 결제 안내창
Venus Locker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파일의 이름을 (base64 값).venusp로 변
경한다.

[그림 4] 암호화된 파일
금번 유포중인 악성 문서파일들은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이나 연말 모임 등 연말을 맞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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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들의 관심사로 이름을 변경하여 유포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쉽게 열어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랜섬웨어 감염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W97M.S.Downloader.36352.C
Trojan.Win32.S.VenusLocker.442880 외 다수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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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보안,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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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버를 가만히 놔 둬!
홈 서버 관리 기록
APT공격에 자주 사용되었던 한글 문서와 그 구조
를 공부하기 위해 Parser를 개발하는 도중 한글
문서의 각 섹션은 z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압축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zlib 라이브러리 소스를
구하기 위해 사이트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던 도중
zlib의 공동 개발자인 Mark Adler의 사이트를 발견
했다.

[그림 2] 현재 가동중인 홈 서버
구매한 라즈베리파이에 라즈베리파이용 데비안인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셋팅을 하였다. 웹
서버인 엔진 엑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마리아
DB, PHP와 원격 관리를 위한 sshd, telnetd, 파일
관리를 위한 FTP까지 설치하고 간단한 자기 PR
페이지를 작성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서버
구축에 성공하였다.

[그림 1] Mark Adler의 홈페이지
서양권에서는 유명인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졸업 대학에서 발급해주는 웹
계정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
Mark

Adler도

저명한

CALTECH

졸업자로

CALTECH 졸업자 도메인에 자신의 프로필을 정리
하여 올려두었다. 이것을 보고 유명인사도 박사학
위 소지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IT업계 종사자로써
자신을 PR할 수 있는 사이트 한 개 정도는 갖고
싶어 홈 서버를 구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계획한 웹 서버는 지속적인 연결 유지나 대규모의
처리량은 필요 없기에 저전력 서버로 구매하기로
방향을 잡고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보았다.
라즈베리파이 정도면 소규모 웹 서버를 구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글타래를 읽고 라즈베리파이3
를 구매하였다.

[그림 3] 간략히 작성해 업로드한 PR 페이지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서버 구축 단계였으나
문제는 서버 구축 후 몇 주 뒤였다. 여느 때와 같
이 퇴근 후 귀가해 작동중인 홈 서버를 보았는데
그날 따라 유난히 랜 케이블의 LINK 등이 빠르게
점멸하고 있었다. SSH를 통해 홈 서버에 연결해
원인을 찾아 보았다.

[그림 4] 로그인 실패 기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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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로그인 시도 기록
이었다. 다수의 중국 IP가 지속적으로 홈 서버에
[그림 6] /etc/에 존재하는 hosts들

로그인을 시도해 그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 다행
히도 라즈비안은 기본적으로 root의 계정으로 로
그인할 수 없게끔 설정되어 있었다. 위의 인증 실

봇의 무차별 공격을 막기 위해 ssh 서비스에 공유

패 로그를 보니 각각 다른 IP들이 인증 시도 시에

기 상의 IP주소와 회사 외부망만을 접속 가능하게

는 특정 계정명(root, admin, webroot, pi 등)으로

두었더니 더 이상 로그인 실패에 대한 기록이 남

계속적인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지 않았다.

아닌 감염된 봇이 무작위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다. 본가로 내려가는 버스

로 보인다.

에서 SSH 접근을 시도했으나 이용하고 있는 이동

또한 개인적으로 발급해준 계정명들로 로그인 시

통신사 망의 IP주소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접근

도를 한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홈 서버의 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한 대로 본가에

는 공간을 지인들에게 분양하려고 잠시 설정을 변

내려와 사내 VPN을 통해 IP를 등록하고 작업을

경해두었던 디렉토리 인덱싱이 원인이었다.

처리했으나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 이동 통신사의 망은 지역마다 대역
이 다른 것이 화근이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는 허용되지 않은 대역에서의 정상적인 접근마저
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므로 접근 제어 방식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개된 파이썬 기반 스크립트 중 fail2ban 스크립
트가 있다. 해당 스크립트는 특정 횟수만큼의 로

[그림 5] 디렉토리 인덱싱

그인 실패 기록이 존재할 경우 지정 시간 동안 해
당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스크립트이다.

디렉토리 인덱싱은 원래 취약점이 아닌 웹 서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허나 OWASP 취
약점 목록에 있을 정도로 악용될 경우 피해가 큰
기능이다. 이 기능은 특정 URL이 가리키는 폴더

[그림 7] fail2ban 설치 및 설정

내부에 인덱스로 쓰일 파일이 없을 경우 해당 폴
더의 파일 목록을 리스팅 해주는 기능이다. 이 기

fail2ban을 설치하고 로그인 시도 횟수는 10분간

능을 이용해 개인 폴더를 리스팅 하도록 설정해둔

3회, 접속 제한 시간은 1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하

것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였다.

리눅스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특정 클라이언
트의 연결을 제어할 수 있는 필터가 있다. 이는
연결을 허용하는 hosts.allow와 연결을 제한하는
hosts.deny로

나뉘어져

관리되며

hosts.allow가

[그림 8] fail2ban 적용 전과 적용 후

hosts.deny 보다 우선시 된다. hosts.deny에서 몽
땅 접속 제한을 한다고 해도 hosts.allow에서 허용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fail2ban 스크립트를

한 클라이언트의 연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용해

적용 전과 후의 로그인 실패 발생 횟수에 눈에 띄

준다는 의미이다.

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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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보안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자.

작성자 : Razor
[그림 9] 연결이 제한된 IP들
[그림 9]에서 보여지는 IP들이 전부 연결이 제한된
IP들이다. 연결 제한 방식은 기본값으로 iptables
를 이용한 연결 거부 방식을 사용하며 hosts.deny
등록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개인용 서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의 웹 서버
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당장 검색만으로도 디렉
토리 인덱싱 기능이 켜져 있는 웹 페이지들을 찾
을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의 경우 계약서나 통장
사본까지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10] 특정 기업 사이트의 인덱스
보안은 일종의 댐과 같다.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댐이라 하더라도 작은 구멍을 통해 계속적으로 힘
을 받을 경우 몽땅 무너질 수 있다.

[그림 11] 구멍 사이로 물이 새나오는 댐
보안 또한 작은 구멍 하나라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공들여 쌓아온 데이터와 서버 모두 잃을 수 있다.
개인 서버나 NAS, 홈 서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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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들은 악성행위를 탐지할 파일의 존재를 알 수
없어 우회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보수집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될 WMI 도구를
통해 시스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fileless
malware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 스타워즈 포스터
악성코드와의 전쟁에서 악성코드는 대부분 파일로

[그림 2] wmic를 통한 프로세스 정보 획득

써 존재한다. Windows 운영체제 안에서 실행되기
위한 PE 파일이 대표적이다. 한글과 워드와 같은

마지막으로 fileless malware는 지속성이 강력하다.

문서 파일 내에서 동작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메모리에 존재하는 코드의 탐지를 위해서 별도의

웹 브라우저 내에서 혹은 메일을 통해 실행되도록

보안 루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지가 까다롭다.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다. 다양한 유형과

피해자들 입장에서 프로세스나 생성된 파일이 없

다양한 방식의 악성코드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는 상태에서 자신의 PC의 이상한 점을 찾아 내는

것은 실행 가능한 ‘파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악성코드가 지속

지만, 최근 악성코드 중에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

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은 악성코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 그 자리에

공격자들이 fileless malware를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위험. 실행은 되고 있으나 파

유포에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

일이 존재하지 않는 악성코드. 우리는 이것을

한다.

Fileless malware라고 칭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fileless malware를 통한 공격이

Fileless malware를 이용한 악성코드가 2017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최근 많은 공격에 이용

처음 이슈가 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되고 있는 것이 WMI/Powershell을 이용한 악성코

2월경에 [Powershell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증

드이다.

가] 라는 제목으로 하우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낸

Instrumentation의 약자로 Windows OS 내에서

바 있다. 이때 공격에 사용되었던 악성코드가

PC를

fileless malware였다. fileless malware는 2016년 이

Powershell 또한 Windows OS 내에서 사용되는 명

전부터 꾸준히 공격에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하여

령 프롬프트로 Windows XP에서 cmd.exe를 대체

2017년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하는 도구이다.

Fileless malware는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일로 생성
되지 않는 악성코드로 동작 시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된다.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생기는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닉성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생성되는 파일이 없으므로 전
통적인 방식의 해시 비교를 통한 탐지기반의 솔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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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 파일이 그
림 파일일지, 문서 파일일지, 스크립트 파일일지는
모를 일이다. 그 어떤 것도 fileless malware가 될
수 있다. 문서파일로부터 악성코드가 동작하는 것
을 막기 위해 매크로 기능을 꺼놓을 필요가 있으
며, 메일 등을 통해 수신된 수상한 파일을 실행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DBD(Drive-By-Download) 방식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실행될 수 있으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림 3] WMI Architecture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

(출처 : Abusing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WMI)

약점 탐지 기반의 솔루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to Build a Persistent, Asynchronous, and Fileless Backdoor)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WMI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은 본래 PC를 관리하기

특정한 인가 되지 않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는데 악성코드 공격자들은

을 맞추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취

WMI 도구들이 가지는 강력한 권한을 이용하여

약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취약점을 통해 사용

시스템에 접근하고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자의 PC에 악성코드가 생성 혹은 실행되기 전에

것에 이용하고자 했다. 그 예로 2015년 Blackhat

탐지할 수 있다면 악성코드로부터도 안전할 것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이 WMI를 이

라고 기대된다.

용하여 fileless backdoor를 실행시키는 시연을 한
바 있다.
작성자 : 09re

[그림 4] Fileless Backdoor DEMO
(출처 : Abusing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WMI)
to Build a Persistent, Asynchronous, and Fileless Backdoor)

이렇게 유포되는 악성코드들의 대부분은 현재 랜
섬웨어이다. 어떤 악성코드가 삽입될 지는 바뀔
수 있겠지만, 돈을 원해서 악성코드를 제작, 유포
하는 공격자들의 특성상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경
제적 수익이 높은 랜섬웨어가 유포될 것이라 추측
된다. 2017년 1월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한화로
약

108만

원으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약

100~2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악성코드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보안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악성코드의 동작이 파일로 생성되지 않을 뿐 처음
피해자의 PC로 악성코드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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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고 있다.
물론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에서도
취약점은 계속 나오지만, 이에 따른 취약점 패치
를 꾸준히 해주고 있다. KISA 측에서는 중소기업

2016년은 참 다사다난한 해였다. 한 해가 이렇게

등에 웹 방화벽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있고,

까지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기도 참 어렵지 않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여러 방면으로 경고해준

나 싶다.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다.

서 태어났나 자괴감이 드는 사건이 현재진행형으

여러 호스팅 업체도 마찬가지다. 대형 호스팅 업

로 벌어지고 있고(꼭 정치권 문제만은 아니다.) 게

체에는 자체적으로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고, 주기

임업계에서는 몇 년 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적으로 취약점을 체크해 웹 사이트 보안에 만전을

보안업계에서는 랜섬웨어로 몸살을 앓았다. 그렇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적어도 최소

다. 랜섬웨어. 이미 사골이 되어 우려질 대로 우려

한을 넘어선 노력은 다방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

지고 사골이 진토 되어 흙으로 돌아가도 남을 시

다.

간이건만 내년에도 랜섬웨어는 더욱 많아질 전망

서론이 무척 길었지만. 그럼 웹 사이트 해킹은 왜

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또 랜섬웨어를 언급하냐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

물으신다면, 랜섬웨어에 가려진 숱한 보안이슈가

자.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오늘
다뤄 볼 것은 웹 사이트 보안에 관한 문제이다.

[그림 2] Deface 된 웹 사이트 리스트
간단하게 웹 사이트 해킹에 대해 알고 넘어가보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웹 사이트 해킹이란, 웹
사이트의 위변조, 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정보탈취,
악성코드 유포지로 사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웹 사이트들은 당연
[그림 1] 해킹그룹의 웹 사이트 변조

하게도 ‘취약한’ 웹 사이트들이다.
잠깐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보면 정부기관인 KISA

웹 사이트가 왜 가려진 보안이슈냐고 생각할 수도

와 웹 호스팅 업체들이 보안에 힘 쓰고 있다고 언

있다. 그래, 사실 가려진 보안이슈는 아니지만 크

급한 바 있다. 하지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즉 운

게 주목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왜? ‘꾸준히’ 있

영이 중단된 ‘취약한’ 웹 사이트들이 여전히 곳곳

어왔던 일이니까. 하지만 이 ‘꾸준히’라는 부분이

에 산재해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 웹 사이트 해

이러한 웹 사이트들은 그래, 어쩔 수 없다 치자.

킹은 ‘꾸준히’ 일어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하지만 관리중인 사이트들은 왜 해킹에 당하는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사실 정부기관이나 웹 사이트 호스팅 업체가 보안

KISA가, 웹 호스팅 업체가, CMS 프로그램이 관리

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니, 신경을 많

및 보안에 힘 쓰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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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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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준히 신작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다.

취약점 패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막

취약점은 또 어떠한가. 굵직굵직한 취약점이 연이

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 터져 나오고 있다.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해커

그럼 여기서 자주 나오는 ‘PC 보안수칙’을 상기해

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보자.

것으로 보인다.

1. 중요한 문서나 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많은 운영자 분들도 새해를

2. 스팸 메일의 첨부파일에 대한 실행 금지

맞이하여 웹 사이트를 새로 꾸미는 김에 보안에

3. 운영체제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

보안 업데이트 적용

렵지 않다. 다만 조금의 ‘노오오오오력’만 있으면

4.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 적용

된다.

5. 안티 익스플로잇 솔루션을 이용한 감염 차단
일반적인 ‘PC 보안수칙’이다. 하지만 웹 사이트 보
안 수칙도 만들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좀더
세세하게 체크리스트라도 만든다면 항목이 몹시
넓어지겠지만 중요 포인트는 운영체제 및 각종 응
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백
신 프로그램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 적용이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웹 사이트 제작솔루션,
혹은 웹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의 최신
보안업데이트 적용과 웹 사이트를 서비스하고 있
는 서버의 보안솔루션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
이트 하는 것이다.
웹 사이트 해킹에는 많은 기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관리되고 있지 않은 혹은 취약한 웹 사이트들이
공격받는 방식은 이미 공개된 취약점을 기반으로
한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 자동화 툴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안
수칙만 지켜줘도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는 스크립
트 키드들의 공격에서 많은 부분을 방어할 수 있
다.
이걸로도 부족해 보이면 앞에 언급한 KISA에서
제공하는 무료 방화벽 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있
다. 그리고 보안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노오오오
오력’이 부족하다고. 웹 사이트 보안은 어렵지 않
다. 해커가 공격하는데 어쩔 수 없지가 아니다. ‘노
오오오오력’이 부족해서 막지 못하는 것이다.
2017년, 새해가 밝았고 악성코드는 당연하게도 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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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다시 돌아온 Moonlight Worm
돌아온 MBR 감염형 랜섬웨어 : Gol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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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Moonlight Worm
최근 중국의 한 보안 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약 7
만 6,400여 대의 PC에 감염된 웜 바이러스가 발
견되었다. 이는 경계 등급 별 4개에 해당하는 위
[그림 2] 키로깅 기능

중한 악성코드이다. 해당 악성코드를 분석해본 결
과 Visual Basic으로 작성되었으며, 추정 개발 시기
는 10년 전인 2006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특정 EXE 실행

당시의 악성코드 이름은 Moonlight라는 이름을
가진 웜 바이러스로, 주요 기능은 사용자의 입력
값을 탈취하는 키로깅 기능 이외에도 전파를 위해
[그림 3] 특정 EXE 실행

자가 복제, 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한 자가 첨부 및
전송 등의 전파 행위와 해당 악성코드 제거를 방
해하도록 윈도우 기능들을 제한하는 레지스트리

- 감염 여부 확인 및 전파 시도

생성 및 수정 등의 악성 행위이다.
1. Malware
(1) 해당 악성코드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되었
으며, 폼이 로드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악성행
위 타이머를 설정한다.
- 1ms 간격으로 키로깅, 1000ms 간격으로 레지스
트리에 등록된 경로의 파일 실행, 6000ms 간격으

[그림 4] 감염 여부 확인 및 전파 시도

로 전파 시도
(2) 폼이 로드 된 이후 자기 자신을 특정 경로에
복제한다.
- 복제 대상 경로:
(사용자 폴더)\Templates\(랜덤)\service.exe
(사용자 폴더)\Templates\(랜덤)\winlogon.exe
(윈도우 폴더)\(랜덤)\(랜덤).exe
(윈도우 폴더)\smss.exe
(윈도우 폴더)\(랜덤).cmd
(윈도우 폴더)\sa-73318.exe
(윈도우 폴더)\(랜덤).exe
(윈도우 폴더)\(랜덤)\(랜덤).exe
(윈도우 폴더)\(랜덤)\(랜덤).com
[그림 1] 악성행위 타이머 설정
- 보이지 않는 프레임 내부에 키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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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폴더)\(랜덤).exe
(시작 프로그램)\(랜덤).com
(사용자 폴더)\Templates\(랜덤)\Tux(랜덤).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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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에 저장된 키로그 데이터 전송

[그림 8] 키로그 데이터 전송
- 레지스트리 도구 비활성화, 파일 확장자 숨김,
숨김 파일/시스템 파일 숨김, 폴더 옵션 제어
숨김

[그림 9] 은폐 기능
[그림 5] 특정경로에 자가복제
(3) 복제된 자기 자신을 실행시킨다.

- 기본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주소록에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전파 시도

- 실행 대상
(사용자 폴더)\Templates\(랜덤)\service.exe
(윈도우 폴더)\smss.exe
(윈도우 폴더)\(랜덤)\(랜덤).exe

[그림 10] 메일 전송

(사용자 폴더)\Templates\(랜덤)\winlogon.exe
- 특정 경로에 텍스트 파일 생성
경로 : C:\Windows\[Themoonlight].txt

[그림 11] 텍스트파일 생성
- 안전모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악성
파일을 매 부팅 시마다 실행시킨다.
[그림 6] 자기 자신 실행
(4) 실행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특정 사이트 접속 :
http://www.geocities.com/m00nL19ht2006

[그림 7] 특정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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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재부팅 시 자동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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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MBR 감염형 랜섬웨어 :
GoldenEye

2. rad[랜덤 5 자].exe
(1) 특정 경로를 생성하고 자가복제 후 실행한다.
- 생성경로 : C:\Documents and Settings\
Administrator\Application

최근

웹을

통해

신종

랜섬웨어인

“골든아이

Data\{9faaf216-c911-

4795-9572-b6429f77c643}\logoff.exe

(GoldenEye)”가 국내에 유포되었다.
“골든아이” 랜섬웨어는 악성 문서파일의 매크로
를 통해 감염되며, 감염 시 MBR 영역의 코드를
변조해 정상적으로 부팅되지 않게 한다.
골든아이

랜섬웨어

감염

시

사용자

PC의

MFT(Master File Table)에 악성코드를 덮어 쓴 후

[그림 2] 특정 경로 생성 후 자가복제
(2) 메모리 영역을 할당 받고, 특정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쉘코드)를 할당 받은 메모리로 복사한다.

강제로 재부팅 시키며, 재부팅 과정에서 가짜
chkdsk screen 화면, 해골 모양의 감염 화면과 복
호화 키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화면을 차
례로 출력한다.

[그림 3] 메모리에 로드된 쉘코드

이번 랜섬웨어는 과거에 발견된 MBR 감염형 랜
섬웨어 ‘PETYA’ 와 유사한 형태로, MBR 영역의 원

(3) 쉘코드 실행 시 메모리 영역을 할당 받아

본 부트 코드를 XOR 인코딩해 MBR 영역의 특정

암호화된 데이터(DLL 파일 형태)를 복호화해 쓰고,

주소에 저장하므로 복구 가능하다.

해당 파일의 EP 로 이동한다.

1. Malware.xls
(1) XLS 파일 매크로 실행 시 악성 파일을 생성
후 실행한다.

[그림 4] 복호화된 DLL 파일 데이터

- 생성경로 : C:\Documents and Settings\
Administrator\Local Settings\Temp\rad[랜덤 5

(4) Physical Drive 로부터 512byte 만큼 데이터를

자].exe

읽어온다.

[그림 5] MBR 데이터 Read
(5) 512 byte 만큼 읽어온 데이터를 0x7 로 XOR
연산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림 1] 엑셀 파일의 악성 매크로
[그림 6] MBR 데이터 XOR 0x7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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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부팅 시 다음과 같은 가짜 chkdsk 화면과
폴더 감염화면이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부팅되지
않는다.

[그림 7] XOR 연산 전 MBR 코드

[그림 12] 가짜 chkdsk screen 화면
[그림 8] XOR 연산 후 MBR 코드
(6) MBR 코드, 복호화한 랜섬노트, XOR 연산한
정상 MBR 코드를 MBR 영역에 덮어 쓴다.

[그림 9] MBR 영역을 덮어 쓰는 코드
[그림 13] 부팅 시 나타나는 감염화면
(9) 다음과 같은 랜섬노트 페이지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그림 10] MBR 영역을 덮어 쓰는 코드
(7) 권한 상승 후 강제로 재부팅한다.
[그림 14] 부팅 시 나타나는 랜섬노트

작성자 : GypsyQueen

[그림 11] 권한 상승 후 강제 재부팅
34

06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Dex 내부의 달빅 코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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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 내부의 달빅 코드 추출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Data 섹션 내부의 기계어
코드를 추출 과정을 알아보겠다. 코드 추출의 시
작은 바로 전 섹션인 Class_defs 섹션에서 얻어
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 Dalvik 바이트 코드 접근 과정
코드 추출에 사용될 dex 파일은 [그림 3]과 같이
HelloHauri 클래스 내부에 main 메소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

[그림 3] HelloHauri.java

[그림 1] Class_defs 섹션 위치
Class_defs 섹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클래스
정보를 담고 있는 class_def_item 구조체의 멤버
인 class_data_off로부터 해당 클래스의 실제 정
보가 존재하는 위치를 얻어 낼 수 있다. 해당 위
치에는 클래스에서 정의된 필드 정보와 메소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class_data_item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고정

아래 [그림 4]는 HelloHauri.java를 이용하여 얻
은 dex의 덤프 파일 정보를 보여 준다. 우선 코
드에 접근하기 위하여 dex 헤더의 내용 중에
class_defs의 값을 통하여 사이즈와 오프셋 파악
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이즈

정보의

위치는

0x60, 오프셋 정보의 위치는 0x64이며 예제의
경우 사이즈 값은 1, 오프셋 값은 0x110이다.

된 사이즈가 아닌 한 클래스에서 정의된 필드
및 메소드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전체 사이즈는
달라지게 된다.
class_data_item의 구성 멤버 중 메소드에 해당
하는 direct_methods와 virtual_methods를 통해
직접 Dalvik 바이트 코드를 얻는 것이 가능한데
직접 간단한 dex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림 4] HelloHauridex헤더
해당 정보로 이 dex 파일에 단 하나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클래스의 정보는 dex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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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0x110에 위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
당 위치는 class_defs 섹션이며 해당 섹션에는
클래스의 정보가 class_def_item(32 바이트)으로
존재한다. 이는 총 8가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에 class_idx와 class_data_off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의 이름과 클래스 데이터와 관련된
파일

오프셋의

시작

부분을

알

수

있다.

HelloHauri.dex의 경우는 class_idx를 통해 해당
클래스의 이름이 LHelloHauri(L : 클래스를 의미),
오프셋 위치는 0x23a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HelloHauri.dex 의 class_data_item
class_data_item의 각각의 멤버들은 uleb128 포
맷을 사용한다. direct methods는 클래스 내부에
static field와 instancefield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virtual_methods_size

멤버

위치

다음인

0x23E부터 시작된다. directmethods는 uleb128포
맷으로 이루어진 encoded_method 타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내부 멤버중 code_off가 해당 메
소드의 코드 구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림 5] HelloHauriclass_defs 섹션
이제 메소드의 Dalvik 바이트 코드에 접근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class_data_off의 주소에는 해당 클래스에서 정의
한 필드, 메소드의 개수 등의 각각의 정보가
class_data_item의 포맷 구조로 존재하게 되며
이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코드에 접근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그림 8] encoded_method 포맷
따라서 예제의 경우 첫 번째 메소드는 uleb128
타입에 의해 0x00, 0x818004 그리고 0xb002로
이루어진 encoded_method 값을 가지며 이중에
마지막 값인 0xb002 값인 code_off를 통해 코드
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림 6] class_data_item
예제로 사용되는 HelloHauri.dex의 경우 정의된
LHelloHauri

클래스

내부에는

오직

method 2개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direct

[그림 9] 첫번째 메소드 code_off
uleb128 포맷으로 표현되어 있는 0xb002는 부
호가 없는 정수 값으로 변경 후 0x130 값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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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인 해당 code_off 위치에는 실제 코
드를 포함하고 있는 code_item 포맷 형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으며 메소드에 대한 여러
정보가 code_item에 저장되어 있다.

[그림 11] insns(바이트 코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은 코드는 Dalvik 바
이트 코드와 op코드를 매핑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으며 해당 매핑 테이블은 아래의 주소를 통해
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

http://pallergabor.uw.hu/androidblog/dal
vik_opcodes.html

이로서 dex 파일에서 특정 메소드의 코드를 추
출해 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추출 과정이 다소
[그림 10] code_item

복잡해 보이겠지만, 해당 방법을 숙지하면 각 클
래스 내부에 정의되어있는 메소드에 접근하는

코드 추출을 위한 code_item의 핵심 멤버는

과정에서 앱의 성격 및 구조 파악 그리고 분석

insns_size와 insns이며 각각 16비트 코드 유닛의

을 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령어 리스트(배열) 사이즈, 실제 Dalvik 바이트
코드에 해당하는 실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
트(배열)이다.

작성자 : TS

HauriHello의 경우 첫 번째 메소드의 code_off
값인

0x130에서

code_item을

파악해보면

insns_size(0x13C) 값이 4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insns_size 이후에 나열된 insns의 총 길
이는 4(16비트씩)이며 이 리스트가 바로 해당 메
소드의 Dalvik 바이트 코드이다.
즉, 첫 번째 메소드의 바이트 코드는 “7010 0300
0000 0e00”이 되는 것이다.
또한 메소드의 이름은 encoded_method 포맷에
서 method_ids 섹션의 인덱스 값인 첫 번째 멤
버 method_idx_diff 값을 통해서 <init>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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