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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MS17-006

공지 제목 및 요약
Internet Explorer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40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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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
한 공격자는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
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7-007

Microsoft Edge용 누적 보안 업데이트(4013071)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Edge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원격 코드 실행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웹 페이지를 Microsoft Edge를
사용하여 보는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영향받는 시스템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 권한이
있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MS17-008

Windows Hyper-V용 보안 업데이트(4013082)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게스트 운영 체제의 인증
된 공격자가 Hyper-V 호스트 운영 체제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
행하게 하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Hyper-V 역할을 사용하지 않
는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MS17-009

Microsoft

Windows

PDF

라이브러리용

보안

업데이트 긴급

(4010319)

다시 시작해야 함

원격 코드 실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PDF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보거나 특수 제작된 PDF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
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7-010

Microsoft Windows SMB Server용 보안 업데이트(4013389)

긴급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Windows SMBv1 서버에 특수 제작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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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번호
MS17-011

공지 제목 및 요약
Microsoft Uniscribe용 보안 업데이트(4013076)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Uniscrib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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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7-012

Microsoft Windows용 보안 업데이트(4013078)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iSNS
Server에 연결한 후 서버에 대해 악성 요청을 실행하는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MS17-013

Microsoft 그래픽 구성 요소용 보안 업데이트(4013075)

긴급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 Microsoft Office, 비즈 원격 코드 실행
니스용 Skype, Microsoft Lync 및 Microsoft Silverlight의 취약성
을 해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
수 제작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특수 제작된 문서를 열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낮은 사
용자 권한을 가지도록 구성된 계정의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으
로 작업하는 사용자보다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MS17-014

Microsoft Office용 보안 업데이트(4013241)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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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사용자가

특수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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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7-015

Microsoft Exchange Server용 보안 업데이트(4013242)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Exchange OWA(Outlook Web 원격 코드 실행
Acces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취약성은 공격자가 특수 제
작된 첨부 파일이 포함된 전자 메일을 취약한 Exchange Server
에 전송할 경우 Exchange Server에서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MS17-016

Windows IIS용 보안 업데이트(4013074)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IIS Server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원격 코드 실행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영향받은 Microsoft II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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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번호

3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요약
공지 제목 및 요약

최대 심각도 및

다시 시작 요구

취약점 영향

사항

에서 호스트되는 특수 제작된 URL을 클릭하는 경우 권한 상승
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는 사
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웹 세션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MS17-017

Windows 커널용 보안 업데이트(4013081)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권한 상승
다. 공격자가 특수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이 취
약성으로 인해 권한 상승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MS17-018

Windows 커널 모드 드라이버용 보안 업데이트(401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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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17-019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용

보안

업데이트 중요

(4010320)

다시 시작해야 함

정보 유출

이 보안 업데이트는 AD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의 취약성을 해결합니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ADFS
서버에 특수 제작된 요청을 전송하여 대상 시스템의 중요한 파
일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MS17-020

Windows DVD Maker용 보안 업데이트(3208223)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Windows DVD Maker의 정보 유출 취약성 정보 유출
을 해결합니다. 공격자는 이 취약성을 통해 대상 시스템을 추
가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S17-021

Windows DirectShow용 보안 업데이트(4010318)

중요

다시 시작해야 함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정보 유출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Windows DirectShow가 악의적인 웹사
이트에서 호스팅되는 특수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를 여는 경우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성 악용에 성공한 공격자
는 대상 시스템을 더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
다.
MS17-022

Microsoft XML Core Services용 보안 업데이트(4010321)

중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Microsoft Windows의 취약성을 해결합니 정보 유출
다. 이 취약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공
격자는 강제로 사용자가 특수 제작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전자 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신저 메시지에서 유인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 링크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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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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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릭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MS17-023

Adobe Flash Player용 보안 업데이트(4014329)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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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는 심각도 순으로 요약되어 있음*

7

다시 시작해야 함

02 월간 악성코드 이슈 동향
악성코드
보안 위협
보안 동향
해킹 침해 사고

8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Petya

악성코드
‘근로계약서’로 위장한 한글 악성파일 유
포중
올해 초 북한 관련 한글 문서 악성코드와 유사한
한글 파일 악성코드가 다시 등장했다. 보안업체
하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한 한글 문서 악
성코드가 국내에 유포되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기능

도용한

변종

‘PetrWrap’ 발견돼
지난해 Petya 랜섬웨어에서 업데이트된 암호화 랜
섬웨어 모델을 가진 변종이 발견되었다. 한 보안
업체의 관계자는 'PetrWrap'이라고 명명된 이 공
격은 PsEsc 툴을 사용해 어떠한 엔드포인트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PetrWrap 공격을 행한 그룹은 지난 4월 크
랩된 기존 Petya를 사용하는 대신에 즉각적으로
본래의 Petya 랜섬웨어를 패치하는 특수 모듈을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즉각적인 패치를 통해
Petya는 감염을 시도하는 사실을 숨기도록 설계되
었고, PetrWrap은 Petya와는 다른 자체 암호 루틴
을 사용한다.

이번에 발견된 한글 문서 악성코드는 '근로계약서
를 보내 드립니다'라는 이메일 제목으로 전달된다.
이메일에는

근로계약서.hwp'와

'실행

예상

변

경.hwp' 라는 파일몀의 한글 문서가 2개의 파일로
첨부된다. 해당 문서를 열람할 경우 정보 탈취 악
성코드에 감염되어 PC 내의 정보들이 외부로 전

만약 PetrWrap 개발자가 Petya 랜섬웨어를 서비

송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스 모델로 사용한다면 감염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유포된 한글 문서는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 프로그

복호화하기 위해 Petya 개인키가 필요할 것이다.

램인 '네트워크 셸(netsh.exe)' 프로그램을 실행시

그러나 PetrWrap 개발들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킨다. 이후 국내의 한 병원 웹 서버에서 그림 파

그들이 가진 암호로 ECD 구현을 대체했다. 해당

일로 위장한 암호화된 정보 탈취 악성코드를 추가

암호는 Petya가 사용한 mbedtls 라이브러리 대신

로 다운로드하여 해당 프로세스의 메모리상에서

OpenSSL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복호화해 동작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번 설치가 완료되면 감염된 사용자의 NTFS 파

해당 악성코드는 감염된 PC의 정보 및 각종 정보

티션의 MFT(Master File Table)은 결국 기존의

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며 추가 악성코드 파일

Petya보다 개선된 스키마로 암호화되게 된다. 새

을 다운로드한다. 올해 초 '북한 신년사'를 주제로

멀웨어 개발자들은 그들이 소유한 로우 레벨 부트

유포된 한글 문서 악성코드의 제작자와 동일한 것

로더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전 버전의

으로 추정된다.

Petya에서 발견된 허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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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902&page=1&kind=1

eView&idxno=19064&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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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버스정보 안내기 랜섬웨어 감염,
뒤늦게 드러나
상용 제작툴로 만든 ‘필라델피아’ 랜섬웨어가 버스
정보 안내기를 감염시킨 국내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 2월 7일경 춘천 시내버스 정류장의 버스정
보 안내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위협
공격 디도스 이어 디페이스 공격! 中 해
커들의 사이버 공습 본격화되나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해커조직
이 롯데인터넷면세점 디도스 공격에 이어 한국 홈
페이지를 타깃으로 한 디페이스(Deface)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국 측의 사이버 공습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보안전문가의 제보에 따르면, 춘천시 소양로
우체국 앞으로 추정되는 버스정거장의 버스정보

해당 공격을 발견한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공

안내기가 필라델피아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당

격은 홈페이지 화면을 변조시킨 후, 원하는 메시

랜섬웨어 제작툴은 지난 9월부터 블랙마켓을 통

지를 남기는 전형적인 디페이스 공격으로 알려졌

해 약 400USD(한화 약 4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

다. 중국 판다정보국(PIB: Panda Intelligence Bureau)

로 판매되고 있다.

이라고 밝힌 이들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욕설과

사실 교통시설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어제

함께 "롯데를 보이콧하고 사드에 저항하라", "롯데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샌프란시스

는 중국에서 나가라"라는 문구 등을 남겨 놓았다.

코의 경전철 시스템이 HDD크랩터 변종으로 의심

디도스 공격에 이어 중국 해커들의 국내 웹사이트

되는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티켓팅 시스템이 마

디페이스 공격 활동이 시작된 셈이다.

비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버스정류장 버

롯데 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 소식이 중국 내에 알

스정보 안내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여수시 버

려진 이후부터 중국 측의 보복이 점차 대담해지고

스정류장 버스정보 안내기에서 성인 동영상이 약

있다. 중국 온라인쇼핑몰의 롯데관 폐쇄와 롯데제

40분간 방송됐었다.

품 불매운동, 디도스 공격에 이어 디페이스 공격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체계 시스템

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상황에까지

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 더욱이 필라델피아처럼 저렴한 랜섬웨어가 등

이렇듯 중국 해커들의 디페이스 공격이 본격화될

장하고, IoT 기기 활용가 일상화되면서 공격이 더

경우 우리나라의 사이버상은 사이버 공습 상황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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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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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kind=1

674&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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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조직의 한국 웹사이트 공격 루

구글神 때문에...공무원 개인정보 및 관리

트 ‘아파치 스트럿츠’

자 페이지 대거 노출

중국의 유명 해커조직들이 충동 원력을 내리면 우

지난 3월 3일 구글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의

리나라 웹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의 한

해커조직들은 디페이스 공격을 통해 홈페이지를

카페에 올라온 회원 주소록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변조한 후 사드 배치 반대와 롯데그룹에 대한 반

도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었다. 해당 기사가 나간

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3월 7일 한

후 구글의 검색 기능으로 꽤 많은 홈페이지들의

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관련 웹사이트는 물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자 권한

패션브랜드와 교육관련 웹사이트 등을 공격한 후,

으로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검색할 수 있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안전문가는 이번 중국의 공격
은 ‘아파치 스트럿츠(Apache Struts) 2 취약점’을
이용한 웹서버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중국

한 보안업체의 모의해킹 담당인 컨설턴트에 따르

해커들이 국내 웹서버 해킹에 이 취약점을 악용해

면 구글에서 '○○ 관리자 페이지'라고 검색하면

디페이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중국

실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해커들이 아파치 스트럿츠 2 취약점으로 롯데 웹

관리자 권한도 획득할 수 있다. 더군다나 관리자

서버를 공격했다”면서 "국내 기업을 해킹하고 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는 정부산하기

페이스한 중국 해커가 롯데마트도 공격했다"고 설

관은 물론 지자체 GIS(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기업

명했다. Jaba EE(Enterprise Edition) 웹 어플리케이

등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정보들이 대거 포함되어

션을 개발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아파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치 스트럿츠는 특히 패턴 기반 보안장비로는 해킹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이 해킹 등 고급 기

을 탐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패치를

술이 아닌 단순한 '검색'만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적용해야 한다.

다. 즉, 검색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관리자 권한

이러한 가운데 KISA에서는 '아파치 스트럿츠 원격

을 획득할 수 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

코드 취약점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번

킬 수 있다는 얘기다.

업데이트는 아파치 스트럿츠에서 임의 코드 실행

해당 이슈를 제보한 컨설턴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

이 가능한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로, 취

결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 배제 표준이나 관리자

약한 버전을 사용 중인 서버 담당자는 해결방안에

페이지 세션 처리 등으로 해당 페이지에 접근이

따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당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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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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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page=1&kind=1%20%EC%B6%9C%EC%B2%

746

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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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제품을 멀웨어로 둔갑시키는 더블에
이전트 공격
안티바이러스 툴이 멀웨어 공격 툴로 둔갑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백신 업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멀
쩡한 백신 툴을 둔갑시키는 이 공격은 더블에이전
트(DoubleAgent)라고 불리며,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툴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 베리파이
어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보안 동향
미라이 봇넷 사용해 백만 라우터 해킹한
용의자, 런던 공항서 체포
영국 경찰이 지난해 11월 독일의 한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거의 1백만대 라우터를 공격한 용의자
를 체포했다. 작년 말 누군가 이 통신업체의 사용
자들이 속한 90만개 이상의 광대역 라우터들을
공격해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었다.

애플리케이션 베리파이어는 윈도우의 기능으로 개
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시간 검증을 진행하
도록 해주어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 베리파이어에는 문서
상 기록되지 않은 기능이 존재한다. 이 기능을 공
격자들이 활용하면 정상 베리파이어를 가짜 베리
파이어로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공격의 영향을 받는 기업 중에 한 보안업체의
CEO는 "이 방법을 응용하면 백신 툴 뿐만 아니라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도 하이재킹이 가능해지고,
아무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코드를 실행하면 백
신이든 다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든 자동으로
공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보안업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보안업체의 총괄자는 "이 공격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공격자는 윈도우 레지
스트리에 무언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
디로 레지스트리 작성 권한 보통 최상위의 관리자
들에게만 보통 허용된다"며 "시스템 통제권을 다
가져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공격이다"라고 설명
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961
12

현재 독일 연방 범죄 수사부(BKA)는 영국 국가 범
죄 기관(NCA)이 29살의 영국인 용의자를 런던 루
턴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서에서 독
일 경찰은 작년의 공격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고
봇넷으로 알려진 하이재킹된 기기들의 네트워크에
등록된 가정용 라우터들을 손상시키는 공격이 수
행되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또한 다크웹 시장에
서 판매하는 DDoS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해킹된 기기들의 봇넷은 사이트 또는 서버를 타깃
으로 거대한 양의 트래픽을 보내는 DDoS 공격에
사용됐다. 보안이 취약한 라우터, 카메라, DVR 및
기타 IoT 장치들을 스캔하고 봇넷 네트워크에 종
속시켜 서비스 중단을 유발하는데 악명높은 미라
이(Mirai) 멀웨어의 수정된 버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eView&idxno=1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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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이번엔 CIA 기밀 문건 8천여

'인공지능 활용' 사이버공격 선제 방어시

건 공개

스템 구축 나선다

2013년 스노든 폭로 사건에 이어, 미국 첩보 기관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똑똑

에 또 한 번 거센 시련이 닥쳤다. 이번에는 그 대

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SP 사업을 전격 발

상이 CIA로, 위키리크스(WikiLeaks)에 비밀 문건

주한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인공지능

8761건이 공개된 것이다. 이 문서들에는 CIA가 보

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

유하고 있는 멀웨어와 해킹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하는 차세대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IA가 보관하고 있던 윈도우, iOS, 안드로이
드 등의 제로데이 취약점 정보와, 네트워크 라우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새

터, 스마트 TV, 스마트카의 주요 요소들을 겨냥한

로운 공격기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익스플로잇 정보도 이번 사태로 대거 드러났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해킹까지 개발돼, 이에

위키리크스는 이 문서들을 통합해 볼트7(Vault 7)

대응할 수 있는 보안체계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으며, CIA의 사이버첩보센

다는 분석이다.

터(Center for Cyber Intelligence) 내부에서 보안 수

이에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체계는 보안 예

준이 매우 높은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

방, 관제, 대응, 분석 행위를 자동화하고 사람의

고 주장했다. 볼트 7은 CIA 역사상 가장 큰 규모

고난이 의사결정을 지원함해 보안 수준을 크게 향

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CIA가 수년 간 직접 개발

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보안

한 공격 코드 수천만 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모든 보안 이상 징후를

위키리크스는 CIA 내 특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비정상적 행위를 찾

팀들이 이번에 공개된 해킹 툴과 멀웨어를 개발하

아내 공격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거나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출 사태로 인

또한 알려진 공격은 물론 새로운 공격방식에 대한

해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보유했던 첩보 기능과

정보를 수집·학습해 사전에 공격을 예측하거나 취

데이터 보호 기능이 크게 상실될 가능성이 우려되

약점을 식별하는 등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기민

고 있다. 또, 위키리크스가 이 문건들을 유출한 동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일고 있으며, 해

첫 단계로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

당 정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책임 문제

축 ISP 사업을 발주하고 ISP 결과를 반영해 3년간

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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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

733

eView&idxno=19120&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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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사고
공격 예고한 中 홍커연맹, 국내 17개 웹
사이트 공격
한국 웹사이트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커집단이
공격을 시작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홍커연맹은
관련 웹사이트에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국내 17
개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중국 해커조직, 한국 웹사이트 무차별 해
킹 공격중
한 보안 전문가는 중국 해커조직 판다정보국(PIB:
Panda Intelligence Bureau)과 또 다른 해커조직
1937cN 팀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기업 및 공공기
관 웹사이트에 ‘디페이스(Deface)’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판다정보국의 공격을 받은 곳은 우리나라에
홍커연맹 커뮤니티에는 "25일로 공격 개시일을 정
해서 현재 공격이 이미 진행 중이며 현재 17개
한국 웹사이트를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외교부 홈페이지가 중국 해커들에 의한 디도스
(DDoS)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중국발
디도스 공격시도가 있었다. 국내 기업과 사이버대
학 홈페이지도 중국 해커들로부터 디페이스 공격
을 당했으며 이들 사이트는 현재 정상 복구됐다.
지난 22일 홍커연맹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국가
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 사이트 공격에 함께하자"
는 글을 올리고, 이르면 24일부터 늦어도 오는 31
일 오후 7시 30분 이전까지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은 중국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발표
하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미국과 한국에 사드 배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
다"고도 전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2017032822001976028&outlink=1
14

서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 관련 홈페이지를 비롯해
화장품 기업, 스포츠단 홈페이지, 교육관련 홈페이
지 등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
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다정보국은 지난 사드 배치 반대의 기치를 걸고
국내 홈페이지를 공격해 주목을 받았던 해커조직
이다. 이들은 홈페이지 시작 화면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영어로 사드 배치 반대와 롯데그룹 보이콧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중국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1937cN 팀은 교육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에 디페이스 공격을 감행했다.
현재 판다정보국과 1937cN 팀의 공격을 받은 웹
사이트들은 대부분 복구되었거나 디페이스 화면에
서 벗어났지만, 공격을 받은 후 복구하는 수동적
인 대응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관련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도 본격화되
고 있는 가운데 추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정
부와 기업의 보안 대책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720&sk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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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어플 ‘여기어때’ 해킹...중국 해커들

3·20 사이버테러 악몽 되살아나나? 국내

공격의 신호탄?

ATM 해킹 ‘파장’

'여기어때'로 잘 알려진 국내 종합숙박 O2O 기업

3월 20일은 지난 2013년 북한이 언론사와 금융사

이 해킹으로 일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

를 공격했던 '3·20 사이버테러'가 벌어졌던 날이다.

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7년 3월 19일, 북한의 소
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우리나라 ATM 기기를
노리고 감행됐다.

이 기업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것은
'여기어때'의 고객들에게 성적 희롱 문자가 발송되
며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면서부터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해킹에 이용된 IP가 중국인
것으로 밝혀져 3월 말 한국 공격을 예고한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밝혀진 '여기어때'의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전
임직원이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안전문가들은 '3·7 China Attack' 이후로 중
국 해커조직의 공격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면서 이번 '여기어때' 해킹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IP
가 발견된 것 외에도 중국 해커들이 한국 웹사이
트 공격을 독려하고, 제시한 SQL 인젝션 공격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와 별개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수익을 얻으려
는 또 다른 중국 해커들이나 북한 해커조직의 소
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4천
여 명의 고객정보 유출 외에 추가 피해 또는 2차
피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969&page=1&kind=1

금융보안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한 기업에서
관리하는 ATM 기기에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이
진행됐고, 은행 계좌 및 카드정보 등 개인신용정
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보안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TM이 운영체제로 윈
도우를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기존 PC 공격기법과 비슷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윈도우와 인터넷이
라는 조건 하에선 ATM이 PC와 다를 게 없기 때
문이다. 현재 사건이 수사중인 관계로 공격방법에
대해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공격당한 ATM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
서는 북한 해커조직이 정상 프로그램 업데이트의
파일 변조나 보안 솔루션의 취약점 및 파일 배포
기능을 주로 악용해온 만큼 이번 ATM 타깃 공격
도 같은 방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안전문가들은 ATM 침투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ATM에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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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달의 TOP
파워쉘을 이용한 Locky 랜섬웨어 감염 주의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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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쉘을 이용한 Locky 랜섬웨어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파워쉘을 이용하여 감염되는 Locky 랜섬웨어가 발견되었다.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는
만큼 PC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파워쉘(PowerShell)”은 시스템 관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작업 기반 명령줄 쉘 및 스크립트 언어다. 파
워쉘은 주로 윈도우 운영 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의 관리를 쉽게 제어하고 자동화하는 데 사용된다. 최
근 이러한 기능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Locky 랜섬웨어는 이메
일을 통해 메모장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LNK)” 파일 형태로 유포되었다. 사용자가 해당 바로가기
파일을 실행할 경우, 파워쉘 프로그램이 동작하여 사용자 PC에 Locky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한다.
윈도우 바로가기 파일은 특정 경로의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일이지만, 이를
이용해 파워쉘을 실행시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그림 1] 메모장으로 위장한 바로가기 파일
바로가기 파일에는 파워쉘을 이용해 Locky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명령어가 들어있으며 실제 TEMP
폴더에 랜섬웨어를 다운받아 실행한다.
17

Security Magazine

이달의 TOP

[그림 2] 다운로드된 랜섬웨어 파일
실행된 Locky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의 사진 및 그림 파일, 각종 오피스 문서 등을 암호화하여 몸값을
요구하며, 암호화된 파일은 확장자가 “.OSIRIS”로 변경되어 더 이상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림 3] Locky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암호화된 파일
금번처럼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공격자들의 유포 방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랜섬웨어 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파워쉘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파워쉘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워쉘 실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악
성코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LNK.S.Agent.2810
Trojan.Win32.S.Locky.396288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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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로 위장한 악성코드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이력서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내 대표 채용사이트에서
발송된 것처럼 위장되어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금번에 발견된 이력서 파일은 국내 대표 채용사이트에서 발송된 메일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금융권 입
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력서 파일은 채용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처럼 링크를 제공해
이를 통해 다운로드 된다.

[그림 1] 채용사이트에서 발송된 메일로 위장
다운로드 된 “문○○이력서” 파일은 실행파일이지만 아이콘이 워드 문서파일과 같아 사용자로 하여금
의심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위장한다. 다운로드 된 “문○○이력서” 파일을 실행할 경우 정상 워드 문서
로 작성된 이력서 파일을 실행하여 정상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백그라운드로 악성코드가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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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 이력서 파일로 위장
악성코드는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된 브라우저 종류와 접속한 사이트, 저장된 비밀번호 등을 가로채고
네이트온 메신저의 사용자 정보도 가로챈다. 또한 사용자 키보드 입력 값을 저장하고 공격자 서버로 전
송한다.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코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봄철 채용시즌에 맞춰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메일 내용을 유심히 확인하고 자사에서 공고한 채용 내
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S.Keylogger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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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 기업에도 사이버 공격이 확대된 만큼
사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봄봄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5월의 황금연휴를 모
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긴 연휴를 이용해 어딘
가로 훌쩍 떠나볼까 하는 여행 계획으로 설레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두운 곳에서 악성코드 제작에 몰
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림 2] 중국에 의해 공격받은 웹사이트
지난 2016년 11월에는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림 1] 2017년 5월 달력

제목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한 이메일
이 나돌았다. 다수의 일반인들이 관심을 둘 만한

이처럼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사용자들의 보안이

주제인 북한이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정상 문서로

허술해지는 연휴 기간을 노려 악성코드 배포하기

위장하여 유포된 것이다. 해당 메일의 수신자가

를 즐기는데 이때 사회 이슈를 이용한 내용이라면

호기심으로 문서파일을 실행하면 악성코드가 설치

사용자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된다.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하여 PC에 저장된 정

이번 컬럼에서는 사회 이슈를 이용한 악성코드와

보가 유출되고 다른 악성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

긴 연휴 기간을 통해 배포된 악성코드에 대해 알

하여 실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아보려고 한다.
1. 사회 이슈 이용
국내에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 내
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국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디도스(DDoS) 공격과
웹 취약점을 노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
요 정부기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
분야에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을 펼치고 있다. 또
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중국발 공격이라 단
정 짓긴 어렵지만, 중국 해커들이 한국 기업에 대
한 사이버 공격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이후,
숙박 앱인 ‘여기어때’ 가 중국 IP를 사용한 해킹
공격을 당해 개인 정보 약 4,000건이 유출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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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려되는 대한민국 문서 내용
이 외에도 악성 URL을 포함한 사회 이슈와 관련
된 게시물을 유머, 주부, 스포츠 등의 커뮤니티에
게시한 뒤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악성 페이지로 연결되는 수법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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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 연휴 이용

상품 관련 내용으로 위장한 스팸 메일을 전송하여

2016년 6월 현충일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이

사용자의 PC를 위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포될

용하여 국내 대형 커뮤니티 뽐뿌에서 랜섬웨어가

것으로 예상되는 악성코드로는 랜섬웨어와 금융정

유포되었다.

보 탈취 악성코드 등이다.

유포된 랜섬웨어는 CryptXXX 한글 버전으로, 뽐뿌
광고 배너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앵글

3. 대선 이슈 악용

러 익스플로잇 킷(Angler Exploit Kit)을 이용하여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

취약한

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Adobe

Flash

Player) 및 IE(Internet Explorer)를 이용하는 사용자

‘핵심공약.hwp’, ‘현안대응.hwp’, ‘한반도 신뢰 프로

를 대상으로 감염되었으며,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세스.hwp’ 등 대선과 관련된 내용의 한글 악성 문

PC 파일을 암호화한 후 한글로 비트코인 지불 안

서가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유포된 것이다.

내창을 띄운다.

[그림 6] 악성 문서 내용
아무런 의심 없이 실행시킨 한글 문서는 사용자
모르게 악성코드를 동작시켜 감염된 PC 정보를
탈취한다. 또한 C&C 서버로 접속해 악성코드 제
작자의 명령을 받아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

[그림 4] 뽐뿌 공지

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악성 행위가 가
능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PC 악성코드와 스팸, 스마트폰 악성 앱들이 지
속적으로 발견되곤 하는데 5월 9일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노린 악성코드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와 연휴를 이용한 악성코드
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보안담당
자들의 홈페이지 보안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그림 5] CryptXXX 감염 화면

들의 주의도 중요하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PC 보
5월 첫 주 연휴와 주말을 이용하여 보안 관리가

안에 더욱 신경을 쓴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허술한

지 않을까 싶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DBD(Drive

by

download)기법으로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여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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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유지와 바이로봇 엔
진 업데이트 등을 한다면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 MIN

24

Security Magazine

난독화된 스크립트 어떻게 풀지?

보안 컬럼
열되어 있다.

최근 스크립트 악성코드는 랜섬웨어같은 또다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하는 데에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스크립트 언어는 사용자들의 PC에 내장된 기본
번역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트 그대로를 한 줄
한 줄씩 실행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파
일을 열어보면 어떤 언어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크립
트 언어로 작성된 코드는 개발자의 동의 없이 쉽
게 유출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스크립
트 언어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코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코드를 알아볼 수 없게 난독화 시키는

[그림 2] 난독화된 vbscript

방법을 고안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vbscript는 싱글 쿼터(‘)를 사용하여 주석을 작성한
다. [그림 2]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문자열들의 앞
에 모두 싱글 쿼터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싱글 쿼터가 붙지않은 코드는 어디에 있는지 스크
[그림 1] 난독화가 적용된 스크립트 코드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분석가들
이 쉽게 분석하지 못하도록 스크립트에 난독화 기
법을 적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분
석가들은 어떻게 난독화된 스크립트 파일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을까? 악성코드의 해제 방법 중 가

롤을 쭉 내려보자.
스크롤을 중간쯤 내려보니 싱글 쿼터가 없는 부분
이 나온다. ‘dim’은 vbscript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한다. (지역변수를 선언할 때 dim 없이 변수만
선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코드를 통해 ‘DhkG’
라는 변수에 무언가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익스플로잇 킷을 사용하여 난독화된 코드가 아닌
이상 대부분 3단계를 거치면 난독화가 해제된다.
1. 난독화된 코드가 저장되어있는 변수 찾기
2. 실행 함수 찾기
3. 출력 함수 작성
실제 예제를 통해 이 3단계를 어떻게 거치는지
알아보자.
Vbscript로 작성된 악성코드
1. 난독화된 코드가 저장되어있는 변수 찾기
난독화된 vbscript 악성코드를 메모장으로 연 결
과다. 지저분하고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가득 나
25

[그림 3] 난독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
2. 실행 함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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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화된 코드를 저장하는 변수를 찾았다면 이제
는 찾은 변수에 저장된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 함
수를

찾아야

한다.

vbscript에서

실행

함수는

EXECUTE 함수다. 문자열 찾기로 ‘EXECUTE’를 검
색해본다.
난독화된 코드 바로 아래에 EXCUTE 함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1단계에서 알고 있던 DhkG가 아
닌 DhkGhHWw를 실행한다. DhkGhHWw가 어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다행히 DhkGhHWw에 무언가를 저장하는 코드는
난독화 되어있지 않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바
로 위에서 For Each 문을 통해 난독화된 코드에서
‘&’ 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들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MsgBox 함수 작성

[그림 4] 실행 함수
3. 출력 함수 작성
실행함수까지 찾았으니 이번에는 출력 함수를 작

[그림 6] 코드가 출력된 메시지박스

성할 차례다. 글의 첫 부분에서 ‘스크립트 언어는
텍스트 그대로를 한 줄 한 줄씩 실행시킨다’고 언

메시지박스에 출력된 코드를 보니 우리가 읽을 수

급했었다. 때문에 출력 함수를 작성하여 난독화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메시

된 코드를 출력하면 번역기가 이해할 수 있는 텍

지박스는 텍스트 출력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스트 그대로의 코드가 노출된다.

모든 코드를 확인할 수 없다. 난독화가 해제된 모

vbscript에서 메시지박스로 텍스트를 출력하는 함

든 코드를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인 MsgBox 함수를 사용해보자. EXECUTE 함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텍스트 파일로

대신 MsgBox 함수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았다.

코드를 저장하는 출력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
용했다. vbscript로 텍스트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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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 fo
Set fo =
CreateObject(“Scripting.FileSystemObject”)
Dim out
Set out = fo.CreateTextFile(“C:\out.txt”,True)
out.write(출력할 내용)
위

코드는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서

FileSystemObject를 선언하고 C드라이브에 out.txt
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든 후 출력하는 간단한 코
드다. 이 코드를 난독화 해제가 필요한 vbscript
코드에 적용해보자.

[그림 8] 난독화 해제된 vbscript 파일
Javascript로 작성된 악성코드
1. 난독화된 코드가 저장되어있는 변수 찾기
javascript도 마찬가지다. 스크립트 언어마다 변수
를 선언하는 방법이나 출력 함수의 형태는 다르겠
지만 3단계를 거쳐서 난독화를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예제에 사용된 javascript 코드는 별다른 주
석글 없이 바로 ‘a’ 라는 변수에 난독화된 코드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출력 함수 작성
수정한 vbscript 파일을 실행하면 C드라이브에
out.txt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ut.txt 파일
을 확인하면 우리가 원하는 난독화가 해제된 코드
가 나온다. 이제 이 코드를 보며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글은 난독화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글로 자세한 분석 방법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림 9] 난독화된 코드를 저장하는 변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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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함수 찾기
변수

‘a’를

실행하는

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았다. 엄청 큰 알림창으로
함수를

찾아보자.

보통

javascript에서 많이 사용되는 실행 함수는 eval()

난독화 해제된 코드가 나왔지만 역시나 코드가 잘
려서 나온다.

함수다. 하지만 코드를 쭉 내려보니 eval()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a’에 저장되어있는 변수를
‘s’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z 함수에 넣는다.

[그림 12] 알림창으로 출력
vbscript와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로 전체 코드를
출력하는 방법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 중
에서 필자는 가장 간단한 브라우저에 그대로 코드
를 출력하는 document.write()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 후 브라우저로 실행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난독
화 해제된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 z 함수에 들어가는 난독화 코드
z 함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난독
화가 해제된 코드를 알 수 있겠다. z 함수의 정의
부를 찾아가보자. 맨 위로 올려다보니 ‘z = eval’이
라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악성코드 제작자가
분석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eval 함수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는 출력 함수를 바로 z 함수에 작성해주면 된다.
[그림 13] 출력 함수 작성

[그림 11] z와 eval은 같다
3. 출력 함수 작성
javascript에서 자주 사용되는 출력 함수는 alert
함수다. vbscript에서 메시지박스를 띄워주었던 것
처럼 브라우저에서 알림창을 띄워준다. z 함수 대
신 alert 함수를 작성하여 난독화가 해제된 코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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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된 악성코드도 출력 함
수나 실행 함수는 다르더라도 저 3단계를 거쳐
난독화를 해제 할 수 있다. 물론 예제로 사용한
악성코드와 같이 난독화 해제가 쉬운 악성코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날이 악성코드는 분석하
기 어렵고 교묘하게 진화한다. 이 방법이 전혀 통
하지 않는 악성코드도 숱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이 스크립트 악성코드 분석을 시작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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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 탈취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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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
탈취 악성코드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3) 감염 PC의 MAC 주소와 현재 실행중인 프로
세스 목록을 수집한다.

최근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글 문서파일의 취약
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 그 중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C&C 서버로
이용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이번 상세분석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그림 4] MAC 주소 수집

[그림 5] 현재 실행중인 프로세스 목록 수집
(4) 현재 드라이브의 내 문서, 바탕화면, 내 최근
[그림 1] 악성코드 도식도

문서와 D~Z드라이브 경로에서 특정 문서파일 목
록을 수집한다.

Malware.exe
(1) 중복 실행 방지를 위해 뮤텍스를 생성한다.
- 뮤텍스명 : private

[그림 2] 뮤텍스 생성
(2) 임시폴더에 임시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3] 임시파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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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ternet Explorer와 Chrome 브라우저에 저장된
자동완성 아이디/패스워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7] Internet Explorer 자동완성 아이디/패스

[그림 10] (위) 암호화 전, (아래) 암호화 후

워드 수집

[그림 11] 임시파일 저장

[그림 8] Chrome 자동완성 아이디/패스워드 수집
(6) 감염 PC에서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임시
파일에 저장한다.

[그림 12] 임시파일 내용
(7)

악성코드에

하드코딩된

아이디/패스워드로

pCloud에 로그인 후 임시파일을 업로드한다.

[그림 9] 암호화 루틴
[그림 13] pCloud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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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그림 14] 임시파일 업로드

※ 현재 C&C 서버에 접속되지 않아 추가 악성코
드 분석은 불가능함.

(8) pCloud에 있는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
일 내용을 읽어와 복호화한다.

[그림 15] 파일 다운로드

[그림 16] 복호화 루틴
(9) 복호화한 내용에서 URL주소를 파싱하고, 추
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후 실행한다.
- 생성경로 : C:\(임시폴더)\[랜덤].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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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Google Mobile Service(GMS) 라이브러리에 숨은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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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BASE 64로 메소드 이름과 문자열 등을 난독화하
여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유튜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유튜브를 이용한
수익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를 통
해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
심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하여 PC가 아닌 모바일에서도 유튜브를 이용
[그림 2] base64인코딩1

할 수 있게 되면서 조회수 증가를 악용한 악성
샘플이 출현하고 있다.
이번 컬럼에서 알아볼 악성코드는 유튜브의 조
회수를 강제적으로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앱인
것처럼 속여 Google Mobile Service(GMS) 라이

[그림 3] base64인코딩2

브러리에 악성코드를 추가하여 구글 바운서(구
글플레이 악성코드방지 프로그램)를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GMS에 코드를 삽입하여 구글 바운서 우회

서버에 접속하여 명령어를 받아와서 명령어에
맞는 코드들을 실행한다.

시도
- secondlib.dex를 사용자 몰래 다운로드하여
동적으로 메모리에 로딩
- 유튜브에서 링크를 받아와서 유튜브를 실행
- 아이콘 이미지와 링크를 다운로드하여 생성
- 아이콘에 걸린 링크 실행

[그림 4] 명령어 실행1

- 5일 뒤 아이콘 숨겨서 사용자가 찾을 수 없
게 함
정상 라이브러리인 GMS에 코드를 삽입하여 구
글 바운서 우회를 시도한다.

[그림 5] 명령어 실행2
secondlib.dex 파일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File 폴더에 저장한 뒤 동적으로 메모리에 로딩
한다. 이렇게 서버로부터 동적으로 메모리에 로
딩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면 앱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새로 만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큰 장
[그림 1] GMS에 코드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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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모리로딩1

[그림 10] 유투브실행2
[그림 7] 메모리로딩2
아이콘과 링크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바탕
동적으로
Reflection

코드를
기법을

실행하기
사용한다.

위하여

자바의

새로

추가된

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한다.

secondlib.dex 파일의 runInLoop 메소드를 찾아
실행한다.

[그림 11] 아이콘생성1

[그림 8] runInLoop실행
runInLoop 메소드는 조회수를 증가시킬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주소의 유튜
브 영상을 실행한다. 배포자는 해당 방법으로 유
튜브 조회수를 증가시켜 높은 수익을 얻는다.

[그림 12] 아이콘생성2
아이콘에 앱스토어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 아이
콘 클릭만으로 앱스토어를 실행하여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게 한다.
[그림 9] 유투브실행1

[그림 13] 마켓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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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에 앱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 해당 링크의

이처럼 유튜브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악성 앱은

앱이 실행되도록 한다.

정상적인 라이브러리에 악성코드를 추가하여 악
성 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때문
에 사용자들은 공인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로드하고 정상 앱을 설치해도 백신을 이용한 주
기적인 검사를 하여 악성 앱들을 예방하는 주의

[그림 14] 특정 앱 실행
아이콘에 웹사이트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 안드
로이드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실행하여 웹사이트
로 이동한다.

[그림 15] 크롬 실행
마지막으로 앱을 실행한 기준으로 5일 뒤에 아
이콘은 사라진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고창을
띄우지만 아이콘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찾아 삭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림 16] 아이콘 숨기기1

[그림 17] 아이콘 숨기기2
서버로부터 아이콘 숨김 해제 명령을 받으면 숨
긴 아이콘을 다시 보여준다.

[그림 18] 아이콘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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