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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Magazine
공지 번호
MS17-001

1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3214288)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Edg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이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Microsoft Edge를 사용하여 보는 경우 권한 상승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취약
한 시스템의 네임스페이스 디렉터리에 대한 관리자 권한
을 얻어 상승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MS17-002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3214291)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Office의 취약성을 해결합 원격 코드 실행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니다.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Microsoft Office 파일을 열면
이 취약성으로 인해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현재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적게 구성된 계정의 고객은 관리
자 권한으로 작업하는 고객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
니다.
MS17-003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32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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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에 설치된
Adobe Flash Play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MS17-004

로컬 보안 기관 하위 시스템 서비스의 보안 업데이트 중요
(3216771)
LSASS(로컬 보안 기관 하위 시스템 서비스)에서 인증 요
청이 처리되는 방식에 서비스 거부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취약성을 성공적으로 악용한 공격자는 대상 시스템의
LSASS 서비스에서 서비스 거부를 유발해 시스템이 자동으
로 다시 부팅하도록 트리거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LSASS
가 특수 제작된 인증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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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연초부터 악성코드 기승…"한국 맞춤형
공격 늘어"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연말연시 모임 참석 여부
및 신년 연하장, 연말정산 안내사항 등으로 이용
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악성코드가 PC와 모바일에
서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와이파이 장악하는 악성 트로이목마, 스
위처 등장
네트워크 라우터를 겨냥한 여러 공격 방법 중 가
장 인기가 많은 건 직접 침투하는 것이다. 그 다
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라우터 사용자가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보안업체는 스위처
(Switcher)라는 트로이목마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
데, 이 멀웨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통하여 라
우터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스위처는 겉보기에 두 가지 정상적인 안드로이드
앱처럼 보인다. 하나는 중국의 대형 검색엔진인
바이두(Baidu)의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이고, 다른
보안업체 하우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연말정산 문

하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해주는 중

서로 위장한 랜섬웨어 감염 시도가 확인됐다. 연

국어 앱이다. 중국 사용자라면 무심코 한 번쯤 설

말정산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미리

치해볼 만한 앱들인 것이다.

확인하려는 이용자를 노린 이메일로 '2016년도 연

이 중 한 가지 앱을 설치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말정산 안내', '2016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을 제

와이파이에 기기를 연결하면 멀웨어가 발동되어

목으로 하고 있다.

라우터의 관리자 접근 권한을 탈취시도 한다. 이

아울러 신년·송년회를 맞아 친구, 지인 등의 모임

때 사용되는 방법은 브루트포스 공격으로, 대표적

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모임장소 추천목록'이나 '

인 라우터 ID와 암호 조합을 계속해서 대입해본다

신년회장소 추천목록' 등을 내용으로 한 악성코드

고 한다.

가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라우터 접근에 성공하면, 라우터의

특히 해당 악성 문서 파일이 국내 산업기반 시설

기존 DNS 서버를 악성 DNS 서버로 교체시킨다.

을 겨냥해 유포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개

라우터의 DNS 세팅을 바꿔놓음으로써 공격자들은

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해당 라우터와 연결된 모든 기기들의 트래픽을 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회시킬 수 있게 된다.

출처 :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701021220069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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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열기 위한 랜섬웨어의 또 다른 진화,

압축 프로그램 ‘알집’ 파일로 위장한 악성

독스웨어

코드 국내 유포

최근 몇 년 동안 정보보안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인 알

랜섬웨어였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집 파일명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들이 지난해 11월

랜섬웨어에 당한 피해자의 수는 2백만을 넘는데,

부터 2017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포되

이는 불과 한 해 전에 비해 17.7% 증가한 수치다.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2016년 한 해 총 10억 달러
를 벌어들였을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하지만 1년을 당하다보니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
고 있기도 하다.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그냥 시스
템을 깨끗이 청소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
한 것이다. 대신 백업 드라이브를 하나 마련해두
면 되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로서는 살아남기 위해 한 차례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자
들은 민감한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를 노리는 방
법을 최근 택하고 있다. 랜섬웨어가 좀 더 아픈
부분을 파고들도록 변화한 것인데, 이를 ‘신상털이
공격’에 해당하는 독싱(doxing)이라는 용어와 합쳐
독스웨어(doxware)라고 부른다. 독스웨어 공격 역
시 기본 메커니즘은 위에 설명된 랜섬웨어의 그것
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화 기록, 사진, 민감한 파
일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백업을
하거나 시스템을 포맷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게
끔 한 것이다. 랜섬웨어가 독스웨어로 변하면, 민
감한 개인정보를 잔뜩 가지고 있는 인사부서나 의
료업계가 또 집중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
957&kind=&sub_kind=
7

해당 악성코드들은 국내 해커가 해외에 공개한 각
종 원격제어 해킹도구(RAT)를 이용해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그들이 사용한 원격제어
해킹도구(RAT)는 ‘Bozok RAT’와 중국에서 제작된
‘중국산 RAT’ 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 유포된 해당 악성코드는 화면 감시 및 제
어, 웹캠 감시, 키로깅 등 사용자를 감시하는 기능
과 특정 서버를 공격하는 디도스 공격 기능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게 보안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에 사용자들은 알집 파일의 압축을 풀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외부 메일로부
터 받은 압축 파일의 경우 보낸 사람의 신원과 출
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000&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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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컴퓨터 암호화하는 킬디스크 변종

안드로이드 버전 ‘슈퍼 마리오 런’?! 실체

랜섬웨어 발견

는 악성 APK 파일

한 보안업체는 리눅스 컴퓨터를 암호화한 후 몸값

해커들이 안드로이드 버전 ‘슈퍼 마리오 런(Super

을 요구하는 킬디스크(KillDisk) 변종 악성코드가

Mario Run)’ 게임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사용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자들의 심리를 또 다시 악용했다. 안드로이드 판
가짜 슈퍼 마리오 런 모바일 게임 유포를 통해 모
바일 뱅킹 정보를 노리는 마처(Marcher) 트로이목
마를 퍼트린 것이다. 마처 트로이목마는 사용자의
기기에 잠복해 있다가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이 실행됐을 때 가짜 결제 요구 창을 화면에 띄워
주요 은행 계정 정보를 훔친다.

킬디스크 악성코드 변종인 리눅스 대상 랜섬웨어
는 악의적 해킹 그룹 중 하나인 블랙 에너지 그룹
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222비트코인(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한다.
킬디스크 랜섬웨어는 리눅스 컴퓨터를 암호화한
후 부팅되지 않도록 만든다. 암호화키를 저장하거
나 전송하는 기능이 없어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파
일 복구가 안 된다. 연구진은 해당 랜섬웨어에 사
용된 암호화 기술 취약점을 이용해 복구가 가능하
다고 밝혔다.
킬디스크는 지난해 12월 블랙에너지 그룹이 우크
라이나 전력망 공격에 활용한 악성코드다. 금융과
해상 운송 부문 등으로 공격 대상이 확대되는 중

멀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가짜 슈퍼 마리오 런

이다. 다양한 형태로 공격도구 세트가 진화한다.

게임은 APK 파일 형식으로 배포되며, 일반 앱스

이번 변종은 파일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방식을

토어가 아닌 서드파티 웹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가

취했다. 윈도 시스템을 시작으로 리눅스 서버와

가능하다. 설치 시 관리자 권한을 포함한 여러 개

워크스테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 권한 허가 요청 팝업 창이 나타나고 사용자가

해당 보안업체는 “랜섬웨어가 윈도 시스템 내 데

이에 다 동의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플레이 스

이터 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인터넷기기와

토어 결제 요청 창이 뜬다. 사용자가 이 단계까지

산업용 기기까지 공격해 시스템을 잠그는 잭웨어

속아서 오게 되면 멀웨어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Jackware)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된

돌아갈 길이 없다.

데이터는 백업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운영 중인 시

감염을 피하려면 공식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애플

스템 파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사회적 혼란을

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게임을 설치할 때 권한 요청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들을 잘 살펴야 한다.

출처 :

출처 :

http://www.etnews.com/20170110000085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011&page=1&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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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파잉 멀웨어와 오래된 ATM 멀
웨어 변종 출현
또 새로운 멀웨어가 두 개 발견됐다. 하나는 이탈
리아의 정치인 및 기업가 등 주요 인물들을 겨냥
한 스파이웨어인 아이피라미드(EyePyramid)고 다
른

하나는

ATM

해킹에

활용되는

플라우투스

(Ploutus)의 변종이다. 이중 아이피라미드를 개발
하고 사용해 약 1만 8천 개의 이메일 계정을 침
해하고

87GB의

데이터를

훔친

오치오네로

(Occhionero) 남매는 체포됐다.

해킹 침해 사고
회색곰(러시아)은 어떻게 미국 민주당을
해킹했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미 대선 개
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정
보요원으로 추측되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
하고, 러시아 측 이용시설 2곳을 폐쇄하는 등 미
국이 초강경 조치를 취한데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미국 민주당 고위 인사의 이메
일을 어떻게 해킹했을까.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이 현지시간으로 29일 공개한 합
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명 '그리즐리 스텝
'(Grizzly Steppe; 스텝지대 회색곰)으로 불리는 러
시아 측의 해킹 시도는 지난해 여름에 이뤄졌다.
조사보고서는 APT29가 지인이나 업체를 가장한
아이피라미드 멀웨어는 Zip 및 7Zip 압축파일 형

이메일을

태로 이메일에 첨부되었으며, 두 남매는 소셜 엔

(spearphising) 기법으로 미국 민주당의 컴퓨터 시

지니어링 및 스피어피싱 공격을 통해 해당 파일이

스템을 감염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시스템에 침투

설치되도록 했다. 샘플을 분석한 연구원은 “모든

한 맬웨어를 통해 몇몇 계정에서 이메일을 유출시

면에서 고급화된 면모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멀웨

켰다고 밝혔다.

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올해 봄에는 해킹그룹 'APT28'이 미국 민주

플라우투스의 네 번째 변종이 등장했다. 이 멀웨

당 컴퓨터 시스템으로 침투했다. 같은 스피어피싱

어를 발견한 보안 전문업체는 “일단 접근에 성공

기법이 쓰였지만, 이번에는 이메일 수신자가 가짜

하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훔칠 수 있다”

웹메일 도메인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속였다.

고 설명한다. “얼마나 빠른지 범인들이 감시 장치

이런 수법을 통해 수집한 자격증명으로 APT28은

를 개의치도 않아요. 카메라를 보고 출동한 보안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콘텐츠에 접속해 이를 훔쳐

요원들보다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더 빠르기

갈 수 있게 됐고, 결국 정보 누출로 이어졌다고

때문이죠.” 이번에 발견된 변종은 호환성도 좋다.

보고서는 분석했다. 누출된 정보는 언론에 유출되

출처 :

발송하는

이른바

스피어피싱

거나 일반에 공개됐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출처 :

061&page=1&kind=4

http://www.nocutnews.co.kr/news/470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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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의 무한발전! 신용카드 정보까지

해커 CyberZeist, FBI 해킹…유출 데이터

노린다

온라인에 공개해

택배 반송처리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으로 신용카

해커 CyberZeist가 FBI 웹사이트인 FBI.gov에 침입

드 정보를 탈취하려는 공격이 국내에서 발견돼 주

해 Pastebin에 유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해커는

의를 요하고 있다. 한 보안업체는 6일 국내에서

여러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노린 지능적 스미싱 공격이

old_acc16.bck 등)에서 찾은 FBI.gov계정을 유출시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히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

켰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 SHA1으로 암호화

다.

된 패스워드, 이메일 등의 계정 데이터가 포함되

이번 스미싱 공격을 휴대폰 번호를 통한 택배 등

어 있었다.

백업파일(acc_102016.bck,

acc_112016.bck,

의 물류 배송 조회가 보편적이고, 평상시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노린 지능적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번 침입 사건은 2016년 12월 22일, 해커가
Plone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yberZeist는
트위터에 Plone CMS의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해
공개했었다.
특히, 이전의 스미싱 공격은 주로 소액 결제나 모

CyberZeist는 그가 익스플로잇한 CMS에서 제로데

바일 뱅킹 앱 이용자를 겨냥한 반면, 이번에 발견

이를

된 공격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탈취 시

Amnesty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도는 물론 신용카드 정보까지 노리고 있어 스마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FBI의 보안 전문가들이 문

금융 서비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

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공격에 대한

로 분석됐다.

정보를 추가했고, Plone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

해당 보안 업체는 “설 명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택

여전히 CMS 백엔드를 타깃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배 배송 조회 등 물류 서비스를 가장한 스미싱 공

말했다.

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자의 더욱 세심한

그는 lo4fer라는 닉네임의 해커가 그에게 Tor를 통

주의가 요구된다”며, “또한 평상시에도 미연의 보

해 제로데이를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

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금융 서비스 사

급했고, 이 제로데이가 더이상 판매되지 않으면,

용 전 정상 금융 결제 서비스인지 꼼꼼히 살펴보

Plone CMS 제로데이 공격 백터를 트위터에 스스

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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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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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kind=&sub_kind=

dxno=1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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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IoT 기기 열 대 중 한 대는 이미 위험 노
출... "무선망 보안 점검해야"
무선 인터넷망에 접속된 사물인터넷(IoT) 기기 열
대 가운데 한 대는 보안 위협에 노출됐다. 대형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도 IoT
악성코드가 주로 노리는 텔넷포트를 열어둔 채 사
용된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도메인 연장 안내 사기 극성...전화해 견
적서까지 보내
도메인 연장 안내 메일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
장했다. 국가도메인등록대행업체를 사칭해 등록인
에게 전화하고 견적서를 발송한 뒤 연장비용을 가
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새해 들어 도메인 연장
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해 후이즈 등 국가도
메인등록대행업체에 긴급공지를 내렸다.

한 보안업체는 4일 서울 및 수도권의 유동 인구
가 많은 22개 지역에서 IoT 기기 네트워크 연결
상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강남, 신촌,
홍대, 신도림, 여의도, 판교, 분당 등지에서 167개
무선 액세스포인트(AP)에 연결된 1254개 기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서관, 커피 전문점, 백화점, 대형몰, 스터디카페,
병원, 터미널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앱) 형태로 개발한 노르마 IoT 시큐리티 모듈을

업체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에

활용해 무선망을 스캐닝하고, 망에 연결된 기기

노출된 도메인 등록인 연락처를 무작위로 수집했

보안 상태를 확인했다.

다. `도메인 연장제안`이라는 견적서를 메일로 보

조사 결과 텔넷포트가 열려 있거나 외부 침해 위

내고, `1661-91XX`, `1661-94XX` 등의 번호로 상담

협에 쉽게 노출된 기기 115개가 검출됐다. 폐쇄회

전화를 유도한다. 도메인 연장비용 명목으로 고액

로(CC)TV·디지털비디오레코드(DVR) 관련 제품이 9

의 비용 결제를 유도한다.

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 결제단말 관

업체는 “공개된 도메인 등록인 연락처 정보를 이

련 기기 11개가 포함됐다. 조사 지역 내 일부 백

용한 피싱 사건은 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화점에서는 텔넷포트가 열린 AP 장비가 다수 확

(ICANN)를 사칭하는 영문 이메일이었다”면서 “최

인됐다. 명령제어(C&C) 서버와 연결된 정황을 보

근에는 국내 국가도메인등록대행업체를 사칭해 전

이는 등 실제로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화를 하고 견적서까지 발송하는 정교한 사기행각

확률이 높은 기기도 15개가 확인됐다.

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etnews.com/20170104000355

http://www.etnews.com/20170113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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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소프트 그룹웨어 코드서명 악성코드
유포에 활용
국내 대표 그룹웨어 기업 핸디소프트 전자인증서
(코드서명)가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됐다. 해당 그
룹웨어는 국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핸디소프트는 자사 프로그램 배포 시 사용
하는 코드서명이 유출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코드서명으로 자사 SW와 파일 보안, 정품
인증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내가 만들고 인감도장
을 찍었으니 안심하라는 의미다. 웹에서 SW를 다
운로드할 때 코드서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게시
자가 배포한 것`이라는 보안 경고창이 뜬다.

지난해부터 해커는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에 열을
올렸다. 코드서명된 악성코드는 개발사에서 정상
배포한 파일로 인식된다. 공격자는 핸디소프트를
해킹해 코드서명을 빼돌린 후 악성코드 배포에 이
용했다.
이 악성코드는 국내 유명 백신을 무력화한 후 명
령&제어(C&C) 서버와 통신하며 내부 정보를 유출
한다.
현재 백신 기업은 관련 보안패치를 완료했지만 핸
디소프트는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된 코드서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받아 배포해야 하기 때
문에 시간이 걸린다.
출처 :
http://www.etnews.com/20170119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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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랜섬웨어 사탄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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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랜섬웨어 사탄 감염 주의
□ 개요
Cerber에 이어서 랜섬웨어를 손쉽게 제작해주는 서비스형 랜섬웨어인 Satan이 등장했다. Satan 서비스에
서 랜섬웨어를 만들 때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피해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
이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쉽게 범죄에 손댈 가능성이 높아 랜섬웨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
문에 고도화되는 랜섬웨어 서비스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내용
랜섬웨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랜섬웨어를 대신 제작해주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금번에 발견된 Satan 랜섬웨어 같은 경우 랜섬웨어를 제
작하는데 별도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Satan 랜섬웨어 제작 서비스
Satan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361개의 확장자를 포함하는 파일들에 대해 암호화를 수행한다.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된 파일들에는 “.stn” 확장자를 붙이며 암호화가 종료될 경우 랜섬웨어 감염 노트를 띄워 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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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가 파일들에 대한 몸값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한다.

[표 1] Satan 랜섬웨어가 감염시키는 파일 확장자
Satan 랜섬웨어 서비스는 제작은 무료로 해주지만 배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유포방식
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PC 사용자들은 중요한 파일들은 미리 백업하고 스팸 메일이나 P2P를 이용
한 파일 다운로드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랜섬웨어 제작 시 문서 파일에 매크로 형식으로 삽입할 수 있
게 코드를 제공하므로 메일을 통한 각종 문서 파일 열람에도 주의해야 한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Ransom.173923 외 다수

작성자 : suffix,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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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어디까지 봤니?
악성코드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림 1] Confuser Obfusaction

작년 한 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핫한 악성코드인
랜섬웨어가 대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랜

[그림 1]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무슨 기

섬웨어 뿐만이 아닌 틈새 시장(?)을 주목할 필요

능을 하는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

가 있다. 바로 지금부터 언급하게 될 .NET 기반

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석가를 괴롭게

악성코드이다.(물론 IoT, Linux, Mac 등의 악성코드

하면서도 효율적인 .NET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

들도 있다.)

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NET 악성코드가 이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다만 그 숫자가 C언어 기반의 악성코드보다 미비

말을 되새기며 .NET 프로그램 난독화 방법 중

하여 화두가 되지 않았던 것뿐이다. 랜섬웨어만

Confuser에 대해서 간단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

하더라도

보자.

C언어

기반이

먼저

활개를

치더니

곧 .NET 기반의 랜섬웨어들(Venus, Jigsaw 등)도
많이 유포가 되는 것을 보면 제작자들이 많이 이

Confuser(Ex) Obfuscation

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onfuser는 github에 Confuser, ConfuserEx 프로젝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예전 .NET 기반의 악

트로 오픈되어 있다. 난독화에 한해서만 툴이 제

성코드들은 단순 디컴파일러를 통해서 행위 분석

공되며 자체 난독화 해제는 없다. 제작자는 2016

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졌다. 단순

년 1월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중지 선언을 하였

디컴파일러만 가지고는 예전처럼 분석을 할 수가

으며

없다. 난독화 해제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tampering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중지

.NET은 라이브러리 및 오픈 소스가 충분히 많다.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 때문인지 아니면 앞

필자가 툴이나 개발에 .NET을 선호하는 이유다.

서 언급한 내용 때문인지 지금도 악성코드 제작자

이는 악성코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가 종종 사용하고 있다.

한다. 투자 대비 효율이 엄청나다. 필자가 알고 있

windbg를 통해 Confuser 난독화에 대한 manual

고 난독화 해제가 가능한 가짓수만 해도 20여가

unpack 과정을 살펴보자.(자동화 툴도 존재하며

지가 넘는다.

다른 추가 툴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unpack도 가

.NET 기반의 악성코드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가

능하다. Anti-Tamper 기능에 대해서는 자동화 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이 완벽하게 복구하지는 못한다.) 악성코드도 결국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실행을 위해서는 난독화 코드를 해제해야 한다.

분석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NET은 언어

실제 동작 코드 직전까지만 windbg를 통해 진행

특성상 디컴파일러로 인한 코드 보호가 어렵다.

후 덤프를 뜨면 난독화가 해제된 코드를 얻을 수

즉, 오픈 소스 혹은 상용 프로그램의 디컴파일러

있다. 우선 clr, mscorwks의 CorExeMain 로드 전

를 이용하면 코드 레벨까지 살펴볼 수 있다. C언

에 break를 걸고 실행한다.

어 또한 IDA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기능과
흐름을 볼 수 있지만 .NET 디컴파일러에 비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NET은
분석에 있어서 쉬운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난독
화가 되어 있다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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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난독화 해제 windbg - 1
.NET 4.0 버전으로 clr.dll이 로드되는 것을 확인 가
능하다. sos 명령어로 clr을 로드한다.

[그림 6] 난독화 해제 windbg - 5
이제 de4dot 툴을 통해 control flow와 rename
symbol을 맞춘다.
[그림 3] 난독화 해제 windbg - 2
그 후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서 break를 걸어둔
ExecuteMainMethod에서 멈출 것이다. 여기서 기
계어로

번역되지

않은

GetHINSTANCE를

name2ee 명령어를 통해 확인 후 JIT로 컴파일된
주소에 break를 걸고 실행한다.

[그림 7] 난독화 해제 de4dot
마지막으로 Confuser의 분석을 방해할 목적의 기
법들을 살펴보고 무력화 시켜보자.
Anti-Tamper, Anti-Dump, Anti-Debug 등은 main
함수 시작 전 다음과 같이 함수 호출로 확인하는

[그림 4] 난독화 해제 windbg - 3
clr의 stack 확인 후 break를 걸고 실행한다.

[그림 5] 난독화 해제 windbg - 4
lm 명령어를 통해 로드된 모듈을 확인하고 파일
로 덤프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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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사라진다.

[그림 11] 함수 수정 완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림 11] 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Invalid method body.’라는 문구가 보일 것이
다. 이는 리턴 값 수정에서 엉뚱한 위치를 수정하
여 발생하는 문제이니 주의해서 변환하면 된다.
이렇게 안티 디버깅 코드는 무력화가 가능하다.
앞선 과정들을 모두 마치게 되면 디스어셈블러
(.NET Reflector, ILSpy, dotPeek, SAE 등)를 통해 정
적 분석 또는 dnspy 프로그램으로 동적 분석이
가능하다.
.NET은 난독화를 해제하여 코드 레벨까지 본다고

[그림 8] Confuser Anti Protection

하더라도 스트링이나 함수, 클래스 이름의 난독화
이제 위 함수들을 무력화 시켜보자. dnspy, Simple

등은 원본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을 직관

Assembly Explorer(SAE), CFF Explorer 등 수정하는

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dnspy 혹은 여기

방법은

CFF

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OllyDbg를 통해 간접적

Explorer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이 가능하다. 우

으로 기능을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러한

선 Anti 함수들에 대한 RVA 값을 구한다.

이유로 C, C++로 작성된 언어의 상용 패커가 오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SAE와

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다. 물론 느낌일 뿐
이지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NET 악성코드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NET과의 사투는 계속될 것 같다.
[그림 9] 함수 호출 주소(RVA)
CFF Explorer를 통해 주소 값을 변환 후 해당 함
수가 호출되었을 때 강제로 리턴 되도록 수정한다.
(1B 30 -> 06 2A)

[그림 10] 함수 리턴 값 수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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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와 암호화
최근 국내에서는 수많은 랜섬웨어가 등장하고 있
다. 사회공학적인 공격이나 취약점을 이용하여 유
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염으로 인해 문서 파일
들이 암호화가 되어 못쓰게 되는 것은 매우 일상
적인 일이 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된 정보를 해제할 때,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키 값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안 컬럼
키가 인코딩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메모리에 그대
로 남아서 어떤 문자열이 키인지 알아내기가 상대
적으로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초기
네트워크의 환경이 좋지 않아 공격자의 입장에 있
어서 키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랜섬웨어의 형태도 지금처럼 비교적 안전한
재화인 비트코인 형태의 금전을 요구하는 형식보
다는 전면에 화면을 출력하여 원하는 것을 클릭
할 수 없게 하거나 FakeAV와 같은 장난의 형식이
비교적 많았다.

Brute Force가 있다. Brute Force는 입력 가능한 모
든 경우의 수만큼 입력하여 키를 찾는 방법이다.
확실하게 키 값을 찾을 수는 있으나 키 값이 길어
질 수록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
문에 키 값이 긴 경우 찾기 어려워진다. 랜섬웨어
에서는 이런 키 값을 매우 길게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Brute Force로는 찾을 수 없다.
우선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
소는 다음과 같다.
1.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것을 사용자가 알아차리
지 못하게 하는 은닉성
2. 랜섬웨어가 파일들을 암호화할 때 필요한 신속
성
3. 목적으로 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뒤 복호화
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용자와 공격자간의 거
래관계상의 신뢰성
초기의 랜섬웨어에서 나타나는 암호화 형태는 대
칭키 암호화 방식이었다. 대칭키 암호화 형태는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그림 1] 암호화 키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칭키 암호방식을 사
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호화하는 속도가 다른
암호화 방식인 비대칭키 암호방식에 비하여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랜섬웨어 제작자들에게 있어 원
하는 파일을 암호화 하는 속도는 중요한 문제이다.
암호화 하는 속도가 느리다면 암호화 도중에 사용
자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랜섬웨어를 종료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랜섬웨어가 감염되어 파일을 암호화 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원하는 확장자의 파일을 모두
찾아서 암호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컴퓨
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초기의 랜섬웨어 형태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
져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일반 사용자의 컴퓨
터와 모바일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키가 동일한 형태를 말한다.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해야 이후 복호화할 때 안전하게 복호화
되기 때문에 거래관계상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랜
섬웨어의 수명증가에 도움이 된다. 랜섬웨어가 주
로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는 DES,
AES가 있으며,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키를 어떻게

[그림 2]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랜섬웨어

관리 하는가에 따라서 안전함이 보장된다. 그러나
키가 많아질 수록 그만큼 관리해야 할 키의 숫자

그러나 점점 일반 사용자의 컴퓨터 성능과 네트워

가 많아지기 때문에 키 관리가 복잡해지기 쉽다.

크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비대칭키 암호화

초기의 랜섬웨어는 키 관리에 비교적 소홀히 했던

방식의 속도도 충분히 성능으로 커버가 가능할 정

편이라 키의 값이 그대로 하드코딩되어 있거나,

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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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하여 매우 큰 소수를 활용해 키를 만드는 방식으
로, 키의 길이만으로 안전성을 지켜야 했던 대칭
키 암호화 방식에 비하여 안전하다. 기본적으로
공개키와 비밀키라는 2개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한쪽의 키로 암호화를 한다면 다른 쪽의 키로 복
호화를 할 수 있으므로, 공개키가 다른 사람들에
게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키
관리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대신
에 여러 단계의 산술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칭
키 암호방식에 비하여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랜섬웨어는 이 암호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RSA를 사용하여 기존의 키가 유출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다른 재화보다도 추적이 어
렵다고 알려진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
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림 3] 랜섬웨어 감염화면
현재의 랜섬웨어는 기존에 사용했던 대칭키만 사
용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비대칭키 암호방식만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키를 받아 암호화
를 하거나 대칭키를 비대칭키로 암호화하여 키 전
달에만 비대칭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금전적인 이득과 직접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강조한 네트워크인 Tor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고객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랜섬웨어가 다른 악성코드들에 비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더욱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악성코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랜섬웨
어 제작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
한 랜섬웨어를 통한 금전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라도 최대한 보안의 취약점을 제거하여 일어날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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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노리는 랜섬웨어, KillDisk
2015년 11월경 리눅스를 타깃으로 하는 랜섬웨어
[그림 3] daemon 함수 실행

가 등장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http://www.hauri.co.kr/information/issue_view.htm
l?intSeq=266&page=4&article_num=209)

(3) 배너로 등록할 안내메시지를 변수에 저장한다.

이 랜섬웨어가 별 다른 수확이 없었는지 리눅스
랜섬웨어는 조용히 수그러드는 듯 했다가 1년 2
개월이 지난 지금, 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

[그림 4] 안내 메시지

왔다. killdisk라 명명된 이 리눅스 랜섬웨어는 단
순히 파일을 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리눅스 부트로
더인 grub의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비트코인 지불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번 보안 매거진 상세분석에
서는 이 악질 리눅스 랜섬웨어를 분석해보려 한다.

(4) 안내메시지 출력을 위해 grub 파일을 열고
타임아웃을 설정한 뒤 메시지를 기록한다.
- 파일명 : /etc/default/grub (grub 설정)
- 파일명 : /etc/grub.d/40_custom (안내 메시지 기
록)

[그림 1] KillDisk 도식도
1. killdisk
(1)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암호화의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 목록을 변수에 저장한다.

[그림 5] grub를 덮어쓰는 코드
(5) /etc/grub.d/ 디렉토리 내에 안내메시지를 기록
한 40_custom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을 모두
[그림 2] 암호화 대상 디렉토리
(2)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기 위해
daemon함수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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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뒤 grub를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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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에서 bypass_dir 함수로 디렉토리명을 전달한
다.

[그림 6] grub 업데이트
(6) /etc/default/grub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boot/grub/menu.lst 파일을 열어 안내 메시지를

[그림 10] 암호화 함수 호출

기록한다.
- 파일명 : /boot/grub/menu.lst

(10) 전달받은 경로의 디렉토리를 연다. 실패할
경우 -2 를 리턴한다.

[그림 7] menu.lst 파일 기록

[그림 11]

디렉토리 오픈

(7) 위의 두 파일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

(11) 디렉토리 파일 정보들을 읽어온다. 실패할 경

/boot/loader.rc 파일을 열어 안내 메시지를 기록

우 0을 리턴하며 일반 파일인 경우 처음 받아온

한다.
- 파일명 : /boot/loader.rc

기본 경로에 파일명을 더해 crypt_fil 함수의 인자
로 전달해 암호화를 수행한다.

[그림 8] loader.rc 파일 기록
(8) crypto_lock 함수로 암호화할 대상이 되는 디

[그림 12] 파일명 구성 및 암호화

렉토리와 디렉토리의 수를 인자로 전달한다. 암호
화가 완료되고 나면 시스템 재부팅을 수행한다.

(12) 파일명이 grub, loader와 loader.rc가 아닌 경
우 모두 암호화 루틴으로 이동한다.

[그림 13] 파일명 비교 및 암호화 루틴 이동
[그림 9] 암호화 후 재부팅
(9) 디렉토리와 디렉토리의 수를 받은 crypto_lock
24

(13) 암호화에 사용될 키를 생성한다. 키는 time값
을 시드로 랜덤한 값으로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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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암호화 키 생성
(14) 이후 DES를 통해 암호화를 수행한다.

[그림 15] DES 암호화
- 암호화 후 재부팅 된 모습

[그림 16] 암호화된 메시지

작성자 : Secret~♥

25

06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모바일 악성 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26

Security Magazine

모바일 악성 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일부 앱들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인 보호 정책의 보유, 사용자의 정보를
광고주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다. 또 다른 앱은 앱 그 자체가 악의적인 행위를

다양한 모바일 제품들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

위하여 만들어진 앱도 있다. 대표적으로 단말기

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에 사용자를 감시하도록 스파이 기능을 넣은 앱

모바일 기기에 대한 인식은 “음. 멋지네 하지만

으로 유명한 “Brightest Flashlight” 앱을 볼 수

필수는 아니야”에서 “이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있다. 이 앱은 2014년 사용자의 대화를 녹음 한

할 수 없어”로 단순한 기기로서의 인식에서 생

후 제삼자에게 전송하는 등 스마트폰의 사용자

활 필수품으로 변했다.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

현재 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스마트폰은 PC보다 더 많은 사용자의 민감한 개
인 정보(비밀번호, 은행 정보, 금융 인증서 등)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그림 2] flashlight 앱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그림 1]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런 현실은 악의적인 해커들에게 상당한 주목
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훔쳐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바일의 일부
분인 앱 스토어(플레이 스토어)는 해커들이 활동
하기 좋은 공간이다.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애플
의 앱 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의 앱 중
약 75-80%가 어떤 형태로든 잠재적인 위협을

[그림 3] Flashlight 앱 패러디 애니메이션
애플의 앱 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다른 운영체제인 것처럼 서
로 다른 독립체제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각
각의 플랫폼에 수용되는 앱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가
지 분명한 사실은 애플의 공식 앱 스토어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악성코드가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발견 및 보고되고 있다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malware-risks-how-to-prevent-hacking-breach/)
2http://jacksonville.com/reason/fact-check/2014-12-

http://www.cbsnews.com/news/mobile-phone-app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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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토어에서 삭제된 상태이다.3
이러한 모바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인터넷과 같
이 공개된 환경이 아니라 “The Walled Garden”
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정책에 맞게 원활한 서비
스 제공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구글의 플레이 스
토어보다는 애플의 앱 스토어가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 위협 수준
과거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타깃으로 하는
악성 행위가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매주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커는 스마트폰 사
용자의 기기를 훔치지 않고도 평범한 앱으로 가
장한 악성 앱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훔쳐갈
수 있다.
2016년 여름, 보안 전문 기업인 체크 포인트사
에서 악성 앱을 발견하였는데, 해당 악성 앱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루트킷을 심고 광고 수익
을 발생시켰으며, 많은 악성 앱을 다운로드해 스
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
일명 “HummingBad”라는 앱은 발견 이후 감시
망에서 재빨리 그 모습을 감추었다가 최근에 개
정된 새로운 버전인 “Hummingwhale”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림 6] 애플의 The Walled Garden (추상화)
애플의 공식 앱 스토어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순 없지만, 애플에서 제공하는 The Walled
Garden는 사용자를 악성 앱으로부터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앱 스토어에서
도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AceDeceiver
가 있다.4
하지만 애플은 보안 업데이트를 자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데이트를 가능한 빨리 한다
면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모바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악성 앱으로부터 당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

[그림 5] HummingWhale
“Hummingwhale”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0
개가 넘는 앱에 숨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방책이 있다.
1.

무조건 공식 앱 스토어를 이용하여 앱을 다
운로드한다. 절대로 제3자가 제공하는 비공
식 앱스토어 이용을 피한다.

미 수백만 건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7]공식 앱스토어

이전에 발견된 앱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추가적
인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악성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앱들은 현재 구글 플레

3http://blog.checkpoint.com/2017/01/23/hummingbad-

returns/)
4http://securityaffairs.co/wordpress/45382/mobile-

2/acedeceiver-malw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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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영체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최신 버전 상태를 유지한다. 최신 버전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
와 함께 최근 보안 위협으로부터 단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패치가 함께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3.

앱 설치 전 개인 정보 취급 방침 및 서비스
약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용하려는 앱의 개발자 페이지를 방문해
본다.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만
으로도 앱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5.

사용자 리뷰를 참고하자. 물론 거짓 정보이
거나 사용자의 불만 리뷰일 수 있다. 하지만
앱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8] 사용자 리뷰
6.

아이폰의 iOS 탈옥과 안드로이드의 루팅을
피하자. 강제로 탈옥이나 루팅을 할 경우 스
마트폰 제조사의 허용하지 않는 내부 접근
을 가능하게 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생
한다.

여러분의 모바일은 입구이고 설치되어 있는 악
성 앱은 그 입구를 통과하는 행위 자체 및 키가
될 수 있다. 이는 해커들에게 당신의 보안을 무
력화시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과 같다.
현재 직면해있는 위협 요소를 잘 이해하고 올바
른 예방책을 숙지하여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스
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9] 모바일과 악성코드

작성자 :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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