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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금융 악성코드 드리덱스의 영리한 ‘위장’
주의!
최근 북한으로 의심되는 다양한 금융 관련 공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악성코드가 새로운 기법
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장까지 하는 것으로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출시 노린 악성파
일 등장
리마스터 버전 발매 예고로 이슈가 된 인기 고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StarCraft)’의 무료 다운로
드를 위장한 악성 파일 유포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통합 한 보안업체는 밝혔다.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파일 유포 사례는 스타크래프
트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
다.
공격자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토렌트 사
이트를 통해, 스타크래프트의 가장 최신 버전인
‘1.16.1’ 게임 파일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금융 악성코드인 드리덱스(Dridex)가 원자폭탄투하

‘다운로더기’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유포하고 있

(AtomBombing, 이하 원자폭탄) 기법을 탑재해 점

다.

점 강해지는 한편, 자신을 숨기기 위해 한글 키보

먼저 블로그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 파일은

드 드라이버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것이 밝혀진

압축 파일 형태이며, 사용자가 압축을 해제하면

것. 드리덱스의 강화와 위장을 발견한 한 보안연구

‘스타크래프트 1.16.1 립버전.exe’라는 실행 파일이

센터는 공격자가 한글 키보드로 위장한 것은 잠재

나타난다. 이 압축파일에는 ‘↓실행하면 다운’이라

적으로 한국 사용자들도 공격 대상으로 보는 것으

는 이름의 폴더가 실행 파일 상단에 함께 포함되

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어있어, 사용자가 악성 파일을 클릭해 설치를 진

이번 발견은 국내 최초로 원자폭탄 탑재형 드리덱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 악성코드를 분석해 동작 원리와 구조를 밝힌

이를 발견한 보안업체 대응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

것은 물론, 한글 키보드 드라이버(KO Hangeul

르면 이번에 유포된 악성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Keyboard Layout Stub driver)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

시스템 정보 수집, 키로깅 등 악의적인 기능을 수

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내 보안관련 기관·기업이

행하기 위해 공격자 명령 제어 서버(C&C)의 명령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을 대기하는 ‘좀비PC’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093&page=1&kind=1

135&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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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고객정보 리스트' 사칭한 랜섬

토렌트 잘못 이용했다가...사생활 감시 가

웨어 등장

능한 악성코드 감염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드립니다.'

최근 국산 오피스 설치파일로 위장한 원격제어 악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인터파크를 사칭

성코드(RAT: Remote Access Trojan, 이하 RAT 악성

해 랜섬웨어 감염을 시도하는 이메일이 나타났다.

코드)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과공지 및 보상

으로 알려졌다.

정책 안내'라는 이메일 주의를 공지했다. 인터파크

국산 오피스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주로 사용

는 최근 이런 내용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한

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국산 오피스 설치 파일로

보안업체는 인터파크에서 지난해 유출된 '고객 개

위장한 것을 보면 공격 대상이 국내 사용자로 추

인정보 리스트'를 회사에서 발송하는 사칭한 랜섬

정된다.

웨어를 경고했다.

이메일에 포함된 악성파일은 '*.7z' 포맷으로 압축
돼 있으며 해제하면 '개인정보유출고객리스트.doc',

한 보안연구센터에 따르면 RAT 악성코드에는 피

'개인정보유출공지.jpg' 총 2개의 파일이 나타난다.

해자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백도어가 포함

압축 해제된 파일 중 이미지 파일로 보이는 '개인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설치를 원하는

정보유출공지.jpg'의 실제 파일명은 '개인정보유출

프로그램 속에 숨어서 사용자 모르게 배포되거나

공지.jpg. lnk'이다.

전자 메일의 첨부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설치된다.

공격자는 윈도 운용체계(OS)가 '확장자명 숨김 처

센터에서 발견한 RAT 악성코드는 사용자 행동 모

리'를 기본 설정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

니터링, 키로깅, 웹캠 활성화 및 녹화, 파일 제어

제 확장자명을 숨기기 위해 '이중 확장자'를 사용

등의 악성 행위를 수행하며, 실행중인 프로그램으

했다. 이 파일의 실제 확장자인 '*.lnk'는 바로가기

로 컴퓨터의 작업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은닉하

기능을 수행한다. 메일 수신자가 이미지로 위장된

므로 탐지가 매우 어렵다.

바로 가기 파일을 실행할 경우 비너스락커 변종

특히, 키로깅은 사용자가 키보드로 컴퓨터에 입력

랜섬웨어가 실행되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이

하는 내용을 몰래 가로채어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

인질로 잡힌다.

는데, 주로 사용자의 금융 사이트 패스워드 등을

한 보안업체의 대응센터는 “악성 파일은 지난해

노린다.

발생한 인터파크 '고객 개인 정보 리스트'를 사칭

센터의 한 연구원은 “토렌트 파일을 의심 없이 실

한 압축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비너스

행한다면 원격제어 악성코드에 감염의 위험이 매

락커 랜섬웨어 변종으로, 사용자가 호기심으로 첨

우 크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을 실행하기

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그 즉시 랜섬웨어에 감염된

전에 백신을 이용해 해당 파일을 검사하는 것을

다”고 경고했다.

권장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etnews.com/2017041300031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260&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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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카르멘 랜섬웨어,

"윈도서버 2분내 감염"…美 NSA 공격툴

샌드박스 싫어해

악용 랜섬웨어 등장

멀웨어 개발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변하고 있는

윈도서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을 120초

지, IT 기술이나 컴퓨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

만에 장악 가능한 미국 국가안보국(NSA) 공격툴

르는 범죄자들도 고급 랜섬웨어 공격을 자유자재

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갔다.

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섀도브로커즈(The Shadow Brokers)라는 해킹
조직이 미국 정보기관 NSA를 해킹, 그들이 '사이
버무기'로 쓰던 윈도서버 취약점 공격툴을 훔쳐
공개해 벌어진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한 보안업체가 조사한 바로는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멀웨어는 카르멘(Karmen)이
라는 랜섬웨어다. 카르멘은 오픈소스인 히든 티어
(Hidden Tear)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일종의 서비스
형 랜섬웨어(RaaS)로, 비트코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데이터 값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약속한 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암호화가 풀린다.
또한 카르멘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하우리 측에 따르면 AES-NI라는 랜섬웨어는 약

것도 의미심장하다. 오픈소스 코드가 빠르게 증가

120초만에 윈도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보안 취약

하고 있기 때문에, 멀웨어 제작 기술만 갖추고 있

점을 이용한다. 윈도서버2008 등 윈도서버 시스템

다면 제2, 제3의 카르멘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

을 장악하고 서버내 실행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

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을 암호화한다.

카르멘 제작자들이 활용한 오픈소스인 히든 티어

암호화시 256비트 키 AES 암호 알고리즘(AES-256)

는 원래 랜섬웨어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

을 이용한다. 그 암호화키는 또 RSA 알고리즘

진 코드다. 랜섬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

(RSA-2048) 공개키를 이용해 암호화한다. 해커가

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시뮬레이션 해주는

가지고 있는 개인키 없이는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것인데, 이를 공격자들이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당 보안취약점 악

다. 그렇지만 오픈소스가 누구에게나 열려져있다

용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니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도 잘 알려져있다.

서는 문제의 보안취약점 패치를 내놓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카르멘이 금방 무력화되고 그 의미를 잃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적용하면 된다.

는 것은 아니다. 한 위협 분석가는 “카르멘은 복

하우리 측은 "안전성을 이유로 보안패치를 늦게

호화 방법이 공개되지 않도록 분석을 하더라도 샌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검토 후 최대한 빨리 해당

드박스 환경이 탐지되면 디크립터를 스스로 삭제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를 적용하길 권고한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부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

340

_id=20170420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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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자주 낚이는 웹쉘
공격 ‘조심’
방화벽, IPS, IDS 등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갖추고도 웹 서버 안에 미리 숨겨져 있던 웹쉘로
인해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페이스북 계정 탈취 위한 피싱 사이트 출
현! 디페이스 공격도 계속
최근 국내 웹사이트가 악성코드 삽입과 화면 변조
(디페이스)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커
뮤니티와 쇼핑몰을 비롯해 호스팅 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군의 웹사이트가 타깃이 되고 있어
웹사이트 관리자 및 보안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
와 보안점검이 요구된다.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서 공유되
웹쉘은 공격자가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 게시판
등에 악성파일을 업로드한 뒤 관리자가 이를 실행
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수법을 말한다. 웹쉘
공격은 전통적이고 오래된 수법임에도 여전히 관
리자들의 보안 의식 소홀로 자주 ‘낚이는’ 해킹 방
법이다.
웹쉘에 대한 사전 예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
다. 첫째,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다.
이는 파일 업로드가 불필요한 게시판의 경우는 업
로드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
일의 확장자를 체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일 업로드 폴더의 실행 제한으로, 이
를 위해서는 웹서버의 파일 업로드 전용 폴더를
만들고 전용 폴더의 스크립트 파일 실행을 제한하
여 해당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SQL Injection 방지다. SQL Injection 공
격은 에러 메시지를 참고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에러 메시지의 출력만 막아도 어느 정
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
674&page=1&kind=1
7

어 있는 기사를 클릭할 경우, 특정 페이지로 이동
하면서 페이스북 로그인 화면이 노출되는 정황이
포착된 한편, 국내 기계관련 인증원의 사이트 하
위 페이지가 공격자에 의해 디페이스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사용자가 무심코 클릭해 다양한 사이트
로 다수 유입된다는 점을 노려 기사가 자주 올라
가는 사이트를 공격한 뒤, 페이스북을 통하여 접
속한 경우 로그인 화면을 출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부터는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디페
이스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내 유명 호스팅 업체 몇 곳이 수차례 디페이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안업체는 “국내 포털사이트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공격자가 원본 로그인
사이트와 동일하게 피싱 페이지를 제작한 후, 커
뮤니티,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 사이트에 삽입해
해당 사이트 방문자를 현혹시켜 계정 정보를 탈취
하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페이스북
계정 정보 탈취의 경우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특정 기사 페이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274&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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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 정보도 탈취하는 몸캠 피

손전등 앱 잘못 다운받았다간 개인정보

싱 발견!

유출된다고요?

최근 국내에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 모두

안드로이드의 손전등 앱이 계속 말썽이다. 앱의

를 대상으로 하는 ‘몸캠 피싱 사기’가 발견되고

특성상 개인정보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

있다고 한 보안업체는 밝혔다.

자의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손전등 앱
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이 범죄 조직은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랜덤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자를 초대해 알
몸 화상 채팅을 요구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동시
에 음성이 안 들리거나 영상이 잘 안 보인다는 핑
계를 대며 원활한 채팅을 위해 다른 앱을 추가로
설치하게끔 유도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전등 앱으로 위장한 이

추가 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탈

트로이목마 악성코드는 C&C 서버의 명령에 따라

취하는 악성 앱으로서, 범죄 조직은 탈취한 피해

동적으로 악성 기능이 제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자의 실제 지인 연락처로 몸캠 영상을 유포하며

다. 게시된 손전등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감

금전 갈취를 위한 협박을 한다.

염자의 신용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기

악성 앱을 추가 설치해서 연락처를 탈취하는 수법

능을 갖추고 있다. C&C 서버의 명령에 따라 적법

은 공식 마켓에 등록되지 않은 앱 설치가 가능한

한 앱으로 보이기 위한 가짜 화면을 표시하고, 악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성 행위를 숨기기 위해 감염된 장치를 잠글 뿐만

때문에, 비등록 앱 설치가 불가능한 아이폰 등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가로 채고, 가짜 알림 메시

IOS 기기 사용자들은 이 같은 보안 위협에서 안

지를 표시해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도 있다.

전하다고 알려져 왔다.

최근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전등 앱을 다운

이 화면에서 피해자가 안드로이드앱 버튼을 클릭

로드한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려

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지만,

면 설정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앱 -> 손전등

IOS앱 버튼을 클릭하면 애플 앱스토어와 똑같이

위젯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만, 악성코드가

꾸며진 화면이 나타나고 앱 설치를 위해 아이튠즈

활성 장치 관리자를 끌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제

(iTunes) 계정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

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동영상을 참조해 안

을 사용한다.

전 모드로 부팅하면 앱을 제거할 수 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345&kind=1

45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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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사고
국내 웹호스팅 업체 노린 해외 해커들,
130여곳 대량 해킹 사태
지난 4월 7일 18시부로 국내 사이버위기 경보가
3단계 ‘주의’에서 2단계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지
만, 우리나라 인터넷 보안실태는 여전히 ‘빨간불’
이다.

월간 악성코드 이슈동향
EBS, 2012년 악몽 재현되나? 홈피 해킹
정황 드러나
EBS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 경유
지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EBS는 2012
년 메인사이트 침해 사고를 통해 400만 건의 개
인정보가 유출됐던 적이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EBS 홈페이지를 평소 사용하
지난 3월 감행된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은

던 네이버 웨일 웹브라우저에서 열려고 하자 ‘접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북한 추정 해커

속하려는 사이트에서 멀웨어를 감지했습니다.’라는

조직들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

문구와 함께 접근이 차단됐다. F12 버튼을 이용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커들까지 우리

개발자

나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디페이스 공격

‘s1.cawjb.com/kr.js’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확

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량

인할 수 있었다.

해킹 사태의 원인에는 국내 상당수 웹호스팅 업체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EBS 웹

들의 허술한 보안관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사이트에 리다이렉션 스크립트를 심어 사용자가

나오고 있다.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킨 뒤, 해

한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부터 국내

당 웹사이트에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

웹호스팅 전문업체 2곳이 호스팅하는 웹서버가

by Download)’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을 가

각각 81개, 53개나 해킹 당해 해당 웹서버를 사용

능성을 언급했다.

하는 홈페이지의 화면이 변조되는 디페이스 공격

이번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s1.cawjb.com/kr.js’는 지난 2010년 박근혜 前 대

이렇듯 최근 해커들은 각 기업이나 개인 등 클라

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홈페이지에 대한 ‘SQL 인젝

이언트에 대한 공격 위주에서 최소의 비용과 노력

션’ 공격 당시 악성코드 유포지였던 곳이다. 특히,

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프라 공격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동

늘고 있고, 국내 웹호스팅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향 보고서’에서 대량 경유지가 탐지된 유포지

한 보안 취약점 일제 점검과 집중적인 보안 모니

TOP 10(2015년 1월)’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공격

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에 사용된 곳이기도 하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187&page=1&kind=1

214&page=2&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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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 해킹!

여기어때, SQL 인젝션 공격 통해 회원정

메모리해킹 악성코드 유포

보 탈취 당해

최근 국내 유명 광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서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위드이노베이

해킹되어 해당 광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프로그

션에서 발생한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램이 변조된 후, 메모리해킹 방식의 악성코드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인 웹서버 로그
이 사실을 발견해 본지에 제보한 한 보안연구센터

1,560만건, 공격서버-PC 5대를 분석 및 재연을 통

에 따르면 센터에서 발견한 메모리해킹 악성코드

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

는 일반적으로 특정 백신을 우회하며 감염 PC의

규모 등을 확인했다.

시스템 정보와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금융정보 탈

해커는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SQL 인

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젝션 공격을 통해 DB에 저장된 관리자 세션값을

공격 시나리오는 해커가 국내 유명 광고 업데이트

탈취했고, 탈취한 관리자 세션값으로 외부에 노출

서버를 해킹해 광고 프로그램의 정상 업데이트 서

된'서비스 관리 웹페이지'를 관리자 권한으로 우회

버에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접속하고(세션변조

자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해

및 회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커가 미리 설정한 가짜 업데이트 서버로 유도해

위드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DB 질

메모리해킹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가짜 업데

의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SQL 인젝션 공격에

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이다.

취약한 웹페이지가 존재했으며, 탈취된 관리자 세

이번 메모리해킹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컴퓨터의

션값을 통한 우회접속(세션변조 공격)을 탐지, 차

DNS 서버 주소를 변경해 사용자을 파밍 사이트로

단하는 체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인해 사용자로부터 추가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

조사단은 위드이노베이션 침해사고 조사과정에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안 강화 및 추가 인증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사결

등을 통해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입력을 유도하며,

과 및 개선사항 공유 등 보안강화 기술지원과 함

사용자 PC 내에 있는 존재하는 NPKI 및 GPKI 폴

께 위드이노베이션 홈페이지 대상으로 취약점 점

더 내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파일까지 탈취

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인터파크 개인정보 대

한다.

량 유출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에서

센터의 한 연구원은 “온라인 광고 프로그램 제공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유출

사이트의 보안 강화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신고 및 전파, 유출통지,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다.

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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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page=2&kind=1

eView&idxno=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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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예약정보,

제휴점정보

02 이달의 TOP
국내 타깃 랜섬웨어 ‘WannaCryptor 1.0’ 등장
SMB 취약점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중인 ‘WannaCryptor 2.0’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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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깃 랜섬웨어 ‘WannaCryptor 1.0’ 등장
□ 개요
지난 4월 한글 파일을 노리는 새로운 랜섬웨어가 발견되었다. 해당 랜섬웨어는 hwp(한글 문서파일) 확
장자도 감염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지난 4월 발견된 WannaCryptor 1.0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사용자 PC의 주요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확장
자는 ‘WCRY’로 변경된다.

[그림 1] WCRY로 확장자 변경
사용자의 주요 파일을 모두 감염시킨 후 바탕화면에 감염 사실을 알리는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 사용자
에게 주기적으로 감염 사실을 알린다. 해당 랜섬웨어가 요구하는 파일의 몸값은 0.3비트코인(한화 약 40
만원)으로 감염 후 3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몸값을 두 배로 올린다. 또한 7일안에 비트코인을 지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파일을 복구하지 못한다는 문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기재하여 사용자들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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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annaCryptor 1.0 감염 화면
해당 랜섬웨어는 Decrypt 버튼을 통해 사용자의 감염된 파일의 일부를 복구해주며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을 지불한다면 나머지 감염된 파일들이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3] 감염 파일 일부 복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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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랜섬웨어 제작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과 빠른 비트코인 결제를 위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사
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비트코인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메시지 수신 기능

[그림 5] QR 코드 제공
특히 WannaCryptor 1.0 랜섬웨어는 감염 확장자 목록에 HWP(한글 문서 파일) 확장자가 추가되어 있어
국내를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랜섬웨어가 특히 국내를 타깃으로 하
여 유포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1] 감염대상 확장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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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S.WannaCryptor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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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 취약점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중인 ‘WannaCryptor 2.0’ 주의
□ 개요
지난 달 감염 대상에 한글파일을 포함하여 유포되었던 WannaCryptor 1.0(혹은 WannaCry) 랜섬웨어가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금번 유포중인 WannaCryptor 2.0은 지난 달 해킹
그룹 ShadowBrokers가 NSA를 해킹하여 공개한 SMB(Server Message Block) 취약점을 이용하여 유포 중
이다. 이 취약점은 이미 지난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안 업데이트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3월 이
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해당 취약점을 통해 WannaCryptor 2.0가 유포되고 있다. 또한 같
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는 다른 시스템에도 해당 취약점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므로 최신 윈도우 업데이트 등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지난 달 한글 파일을 타깃으로 하여 유포되었던 WannaCryptor 랜섬웨어가 2.0버전으로 돌아왔다. 특히
금번에 유포된 버전은 윈도우 최신 취약점을 악용하여 유포 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변
종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WannaCryptor2.0이 악용하고 있는 취약점은 Microsoft Windows SMB 원격 임의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7-0144)으로 공격자가 SMBv1 서버로 특수 제작한 패킷을 보내면 대상 서버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
행 시킬 수 있다. 해당 취약점은 2017년 3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업데이트(MS17-10)가 발표
되었으나 현재 해당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랜섬웨어가 확산되고 있다.

[그림 1] SMB 취약점을 악용한 패킷 전송
금번 유포중인 WannaCryptor는 감염 시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은 파일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주요파일을
암호화 시킨 후 확장자를 WNCRY로 변경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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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성파일

[그림 3] WNCRY로 확장자 변경
WannaCryptor 1.0과 달리 28개의 언어팩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몸값이 이전의 요구 몸값이었던 0.3비트코인에서 300달러로 변경되었다. 이전에 제공했던 QR코드 기능
은 사라졌지만 사용자의 파일을 일부 복구하여 사용자에게 파일의 정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은 1.0 버전과 같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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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annaCryptor 2.0 감염화면

[표 1] 감염대상 확장자
현재 유포에 악용중인 취약점은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


Window XP/Vista/8 버전 보안업데이트 패치 다운로드 (KB4012598)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598



Window 7 버전 보안 업데이트 패치 다운로드(KB4012215)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215



Windows 8.1 버전 보안 업데이트 패치 다운로드(KB4012216)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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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버전 보안 업데이트 패치 다운로드(KB4012606)
http://www.catalog.update.microsoft.com/Search.aspx?q=KB4012606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대표진단명 : Trojan.Win32.WannaCry

작성자 : herme_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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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안 컬럼
웹 취약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도하지 않은 실수, 보안 사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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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취약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쉽
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이다.
그와 동시에 보안 사고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기
업의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들의 대다수
는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국
내 홈페이지들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림 2] 자동화 공격 도구
17년 2월에 발견된 Apache Struts2 취약점(CVE2017-5638)은

HTTP

Request의

‘Content-Type’,

‘Content-Length’, ‘Content-Disposition’ 값을 변조
하여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손
쉽게 외부에서 명령을 통해 공격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번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한 중국 해커
조직은 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국내 홈페이지를 무
[그림 1] 국내 홈페이지 피해 대상

작위로 공격하였다.

2월 7일 한국에 미국의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CMS

일명 ‘사드(THAAD)’의 배치가 결정된 뒤부터 중국

CMS는 Content Management System(콘텐츠 를

발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홈페

관리하는 시스템)의 약자로 워드프레스, 드루팔,

이지를 공격하고 있다. 주로 메인 페이지를 해커

제로보드, 그누보드가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세

가 원하는 화면으로 변경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전

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워드프

달하거나 실력 과시용으로 활용하는 디페이스 공

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

격방식이 다수 발견 되고 있다.

으며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만 개의

이번 칼럼에서는 공격받기 쉬운 웹 기반 오픈 소

플러그인 시스템과 테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워드프레스 기반 홈페이지를 비롯한 CMS 기반
홈페이지들 대부분은 플러그인 또는 테마로 인해

Apache Struts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다. 현재 수 만개의 플러그

올해 2월 Apache Struts2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인 시스템은 많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추구하지

(CVE-2017-5638)이 발견되었다. Apache Struts는

만 동시에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어 지속적으로 취

JAVA EE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오픈

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소스 프레임워크이다. Apache Struts는 2013년에

워드프레스의 경우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이미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3-2251)이

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트

발견되었으며 이 취약점은 중국발 자동화 공격에

가 존재한다.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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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PScan Vulnerability Database
(wpvulndb.com)
워드프레스 취약점, 플로그인 및 테마 취약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여주고 진단하는 WPScan
가 진단 시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리되어있다.

[그림 3] WPScan Vulnerability Database
2.

Exploit

Database

by

Offensive

Security

(www.exploit-db.com)
WPScan Vulnerability Database가 워드프레스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였다면 Exploit Database는 워드프
레스뿐만이 아닌 시스템, 웹 등의 다양한 취약점
공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림 4] Exploit Database
보안방안
웹 기반 오픈 소스 프레임은 해커의 타겟이 되기
쉽기 때문에 취약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운영 중인 시스템이나 플러그인에 대해 어떤 취약
점이 존재하는지 꾸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최신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워드프레스는 1년에 2~3회씩 코어 업데이트를 진
행해야하고 플러그인 및 테마는 수시로 업데이트
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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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실수, 보안 사고
인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실수와 함께 성장해왔다.
1928년경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은 실험을 위해
포도상구균을 배양해놓고 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도구 관리에 실수가 있었는지 배양 중이던 세균이

보안 컬럼
드롭박스(Dropbox), 삭제한 파일이 그대로?
2017년 1월, 드롭박스에 로그인한 사용자들은 황
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2009년~2010년경에 삭제
했던 폴더와 파일들이 복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들이 무려 6년의 세월동안
삭제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되어있었던 것이다.

곰팡이에 노출되고 만다. 이 곰팡이들은 세균을
모조리 먹어 치웠는데 이를 흥미롭게 여긴 플레밍
에 의해 연구되어 오늘날 페니실린이 탄생하게 된
다.
1830년경 어느날 프랑스의 졸리 벨랑은 기름때가
묻은 테이블보에 실수로 석유를 엎지르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석유가 마르면서 기름
때까지 함께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이
용해 파리에 최초로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개업
하게 된다. 이처럼 실수로 인해 개발된 수많은 기
술은 인류의 삶과 성장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해왔
다.
그렇다면 정보보안 업계에서 실수가 가지는 의미
는 어떨까?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고객의 개인정
보를 유출할 수 있고, 컴퓨터의 모든 파일이 암호
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작
은 USB 하나 때문에 발전소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오늘은 보안과 관련된 실수에 대해 몇 가지 사례
를 소개해보려 한다.

[그림 2] 드롭박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는 서버에 파일
을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만큼 여러 보안 문제점도 산재하고 있는데 프라이
버시 문제 역시 그 중 하나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는 파일은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읽고 쓸 수 있어
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들
이 안심하고 자신의 파일들을 맡길 수 있다. 하지
만 위 사건은 사용자가 삭제한 파일들이 삭제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되어있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드롭박스 측은 사용자가 파일을 삭제해도 일부 파
일 또는 폴더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서버에 남
아 있는 버그를 발견했다고 인정했다. 버그에 영
향을 받은 파일 또는 폴더는 서버에 파일이 저장
된 진짜 장소로 연결해주는 메타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여 겉으로는 삭제된 것 처럼 보이지만 서버
에는 그대로 남았다. 이 버그를 수정하면서 실수
로 사용자들에게 해당 파일들이 복구되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드롭박스는 2011년에도 비밀번호 없이 계정에 접

[그림 1] 실수는 누군가를 울고 웃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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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발표하는 등 구설에 올랐던 이력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였지만

신뢰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실수들은

워낙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시스템 발전을

를 권유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계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를 만들었다. 사소한 실수로 기업 이미지에 치명
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윈도우 10, 애드웨어가 되다?
2015년 윈도우 10이 출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파크 정보유출

한시적으로 윈도우 7, 8 사용자들에게 무료 업그

2016년 5월, 인터파크 한 직원의 실수로 무려 1천

레이드를 설치해주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업

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

그레이드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용자들

다. 발신자를 가족으로 속인 이메일을 받아 업무

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원하는 사람들만 업그

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이다. 보안 훈련에

레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윈도우 업데이트 창을

서는 주로 교육이나 공지에 관련된 문서로 속인

띄워주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10으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교육하기 때문에 위 사건처

자동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어떤

럼 발신자를 가족으로 속인 사례에 대해서는 조심

이는 이로 인해 통신비 폭탄을 받기도 하였다. 무

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위 사건은 특정 목표를

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리고 공격하는 APT 공격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에 총 45
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정보통
신망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더욱 큰 책임을 물리게
된 이후로 나온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구글과 시만텍의 전쟁, 방아쇠는 한국전자인증
지난 3월 구글은 시만텍의 인증서에 대해 신뢰도

[그림 3]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권유

를 떨어뜨린다고 발표하였다. 시만텍에서 발급한
인증서 일부가 잘못 발급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7, 8의 중요 보안 업데

다. 시만텍이 최초 보고한 인증서 수는 127건이었

이트 과정에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항목을

으나 구글은 조사 결과 3만 건이라고 발표하였고

집어넣었다. 보통 윈도우 업데이트 시 정말 중요

시만텍은 이에 강력히 부인하였다. 시만텍 인증서

한 항목이 아니라면 체크 박스가 활성화되어 제외

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하지만 윈도우 OS 업

시만텍 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신뢰받지

그레이드와 같은 사용자 선택에 맡겨야 하는 항목

않은 사이트라는 문구가 뜨게 된다. 이는 기업 이

을 실수로 기본 항목 값으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

미지에도 연관되는 사항이다.

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보안 업데이트를 한 사
람들의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되
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안 업데이트
를 한 사용자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번 업데이트
와 같이 사용자를 속여서 설치하는 것은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애드웨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
이 형성되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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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만텍은 인증서 발급을 대행해주던 4개국
4개 업체에 대해 발급 권한을 회수하였다. 이 중
에서는

한국

발급

대행

업체인

한국전자인증

(CrossCert)도 포함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시만텍이 처음 잘못 발급한 것으로
보고한 127건의 인증서가 바로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했던 인증서라는 것이다. 한국전자인증이 구
글과 시만텍의 인증서 전쟁에 방아쇠가 되었다.
한국전자인증 측은 실수로 100여 개의 인증서를
잘못 발급하였으나 내부 테스트용이므로 문제는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를 계기로 권한대행 프로그램이
해제되면서 시만텍을 대행하던 모든 기관의 권한
이 회수되었으나 관련 업무는 그대로 중계하는 형
태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비록 권한은 회수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신뢰도도 떨어졌지만,
이 실수로 인한 부정∙오발급 인증서들에 대해 신
중히 검사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
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수를 밑거름으로
위에 언급했던 사건들처럼 실수로 인해 모두 나쁜
결과만 도출한 것은 아니다. Solaris 10 서버는 오
타로 인해 인증 우회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학습하여 성장한다. 비록
그 실수로 인해 명예가 떨어지거나 금전적인 손실
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덮
어놓고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
하여 더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
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작성자 :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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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지난 3월 말 구글과 시만텍이 인증서 신뢰성을
두고 싸운다는 뉴스가 나왔다. 구글은 더이상은
시만텍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배
포되는 시만텍 인증서 유효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시만텍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만텍은 왜
[그림 1] 오발급된 인증서 (카테고리 F)

구글의 불신을 사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글이 더이상 시만텍을 신뢰하지 않고 조사를 시
작한 것은 1월 19일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구글은

이 인증서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요약 2번

과거부터 127건의 인증서가 부정 발급된 것이 문

에 시만텍이 명시해 두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한 이후로 3만
여 개의 인증서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에 시만

“127개의 모든 인증서는 한국전자인증(CrossCert)

텍은 127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

이 발급한 것입니다. CrossCert는 WebTrust 등록

고, 보고서를 1월 2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관(RA) 이므로 시만텍은 해당 인증서에 대한

보고서의 요약 부분에서는 127건에 대해 A부터 F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 흐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

까지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사유

다.”

들을 적어두었다.
여기에서 등록기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중개인과
A – 16년 7월 14일 testexample.com 과 test.com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인증 기관인 시만

이 포함된 example.com 인증서를 4개 발행

텍과 시만텍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고

B – 16년 10월 21일, 11월 15일, 12월 15일에 인증

객을 연결해주면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서 발급 시 test라는 단어를 CN 또는 SAN 필

를 인증 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인증

드에 입력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알려주는 기관이다.

C - 10년 1월 22일 ~ 5월 23일 21장의 인증서에

인증 기관은 이러한 등록기관을 둠으로써 좀 더

서 조직(O) = test로 발급, 19개는 6주 안에 폐

빠르고 많은 고객의 인증서 발급 및 갱신 요청에

기 2장은 만기 후 폐기

대응할 수 있다.

D - 93장의 인증서에 조식(O)=TEST로 발급, 시만
텍이 요청하여 폐기
E - 2장의 crosscert.com 인증서 발급 시 O=test
로 입력
F – 1장의 dev119money.com 이라는 존재하지 않

127건이 모두 한국전자인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테스트용 인증서에만 들어
갈 수 있는 test와 전자인증이 소유하지 않은 테
스트용 도메인과 존재하지 않은 도메인을 대상으
로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는 도메인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16

이와 같이 등록 기관에서 발급에 문제가 발생한

년 11월 23일에 폐기

것을 확인한 시만텍의 대처는 단호했다. 바로 한
국전자인증의 등록기관 프로그램을 해지시킨것이
다. 일시 중단이 아닌 해지를 한 후 모든 한국전
자인증 직원에 대해 발급 권한을 중지하였다. 이
렇게 권한이 취소된 것은 전자인증이 유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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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을 통해 제출된 모든 인증서

것일 수도 있다. 127건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동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및 발급 절차를 시만텍

안 발행된 최소 3만여 개의 인증서가 문제가 있

인증팀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

다고 구글에서 발표했다. 한국전자인증 입장에서

고 인증서 발급 가능한 계정과 11,600개의 인증서

는 그 중 하필이면 우리가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

를 모두 재검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억울할 수도 있다. 해당 3만여 건의 인증서 중

시만텍의 대처는 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사

127건은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이다.

는 투명성 있게 진행되었다. 모든 조사 과정을 홈

인증서는 신뢰의 문제이다. 시만텍에 신뢰를 잃은

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었고, 여러 질의에

구글은 시만텍 인증서의 사용 기간을 크롬 버전에

응답해주며 해당 내용도 공개했다. 시만텍이 이

따라 점차 감소시켜 최소 9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구글이 “시만텍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대해 한국전자인증은 구글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증서 발급 정책의 절차에 대한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최상위 인증 기관

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구글사의 크롬에 이러

인 시만텍의 신뢰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라 생각된

한 내용을 반영하게 될 경우 인증서에 경고 창이

다.

뜰 수 있다.
많은 회사에서 업무 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컴퓨터
를 통해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과연 이게 다일까?
많은 기업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를 숨
기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공개하고 보안에 더 힘
을 써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숨기고 다음에
[그림 2] 한국전자인증 공지

알려져 고객들에게 더 큰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그에 비해 한국전자인증은 국내에 기사가 난 이후
3월 31일이 되어서야 “Symantec과의 비즈니스 지
속 및 RA 프로그램 종료 안내”라는 공지를 올렸
다. 한국전자인증은 시만텍과의 인증서 사업 파트
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하지
만 전자인증을 통해 발급되었던 인증서 및 새로
발급된 인증서의 경우 시만텍 인증팀이 1월 19일
부터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전자인증도 고
객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알려야하
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리려는 계획
이 있었으나 기사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마치 숨
기려다가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행색이 되어버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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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겨냥한 리벤지 랜섬웨어
기존 MBR 랜섬웨어를 변조해 감염시키는 새로운 MBR 랜섬웨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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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겨냥한 리벤지 랜섬웨어
[그림 3] 리소스 로드

최근 웹을 통해 한국을 노린 리벤지(Revenge) 랜
섬웨어가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해당

랜섬웨어는

리그(RIG)

익스플로잇킷을

이용하여 유포되고 있으며, 암호화 대상 파일
확장자에는

.HWP(한글

문서파일)가

(3) 로드한 데이터를 복호화한 데이터는 PE 구조
를 가진 실행파일이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랜섬웨어 감염 노트 역시 한글을
지원한다.
가짜 백신 프로그램 알림 창을 띄워 관리자 권한
을 통한 악성코드 실행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리소스 복호화 로직

[그림 1] 악성코드 흐름도
[그림 5] 복호화 전(좌), 후(우)
1. Revenge.exe
(1) 실행 시 PC에 암호화할 드라이브가 존재하는

(4)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지 확인한다.

이동시킨다.

[그림 6] 메모리 할당 및 데이터 이동
[그림 2] 암호화 대상 드라이브 탐색
(2) 리소스 영역의 데이터를 로드한다.
- 리소스명 : 0xF995
- 리소스 타입 :
"JKGFUSIDUFHEWGHIUFEWYHGIFLKJSDHJFKYDHS
KJFDS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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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데이터의 PE 헤더 값을 통해 EntryPoint
를 계산하여 호출한다.
[그림 7] EntryPoint 호출
(6) PC의 사용 언어를 확인하고 러시아일 경우 프
로그램을 종료한다.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 경로 : %appdata%\Microsoft\MSDN
\windowsidx.prftmp

[그림 8] 러시아 PC 확인
(7) 사용자명과 드라이브 시리얼 번호를 이용하여
PC 식별 ID를 생성하고 뮤텍스를 생성한다.

[그림 13] 서버 응답 저장

뮤텍스명 : (PC 식별 ID) _Windows_Defender

[그림 9] 뮤텍스 생성
(8) 특정 경로를 생성하고 자가복제한다.
-

경로

:

C:\Documents

Users\Application

and

Settings\All

Data\Microsofts\Windows

NT\svchost.exe

[그림 14] 공개 키 저장
(12) PC 전체를 스캔하며 AES-256 알고리즘을 이
용해 파일들을 암호화한다.

[그림 10] 자가복제
(9) 레지스트리를 등록하여 시스템 재시작 시 자
동 실행되도록 한다.

[그림 15] 암호화 로직
(13) 스캔한 파일의 확장자를 확인하여 파일을 암

[그림 11] 자동 실행 레지스트리 등록

호화할 것인지 결정한다. 암호화 대상 파일 확장
자에는 .HWP가 포함되어 있다.

(10) 공격자 서버로 PC 식별 ID를 전송하고 응답
을 받는다.

[그림 12] 서버 접속
(11)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한다.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내부에 존재하는
공개키를 저장한다. 해당 공개키는 파일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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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암호화 대상 파일 일부
(14) 암호화된 파일의 파일명을 변경하고 확장자
를 .REVENGE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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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스템 복원을 막기 위해 볼륨 쉐도우 복사
본을 삭제하고 부팅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명령을
수행한다.

[그림 17] 파일명 및 확장자 변경
[그림 21] 시스템 복원 방지

(15)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확인하
고 해당 위치의 파일들을 암호화한다.

(20) 악성 행위가 모두 끝난 후에는 복호화 비용
지불방법 안내 텍스트 창을 띄운다. 이는 여러 국
가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글 안내도 포함되
[그림 18] 네트워크 드라이브 확인

어 있다.

(16) PC 식별 ID 값과 암호화 된 파일 수를 100개
단위로 확인하여 공격자 서버로 전송한다.
전송 데이터 : id=(PC 식별 ID)&cont=(암호화된
파일 수)
[그림 22] 감염 노트
(17) OS 버전을 확인하고 Windows Vista 이상일
경우 가짜 알림 창을 띄워 윈도우 기본 백신인
Windows Defender로 위장한다.

[그림 19] 가짜 알림 창
(18) 경고창을 닫으면 WMI Commandline Utility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관리자 권한을 요구한다.
'예'를 선택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리벤지 랜섬
웨어 악성코드 프로세스를 추가 생성한다.

[그림 20] WMI Commandline Utility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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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MBR 랜섬웨어를 변조해 감염
시키는 새로운 MBR 랜섬웨어 등장
전년도에

등장한

붉은해골

랜섬웨어인

PETYA

MBR 랜섬웨어에 이어 이번에는 PetrWrap이라는
이름을 가진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해당 랜섬웨어는 기존의 PETYA와 다름없이 MBR
영역에 랜섬 노트 출력 바이너리를 심고 기존

[그림 4] 복호화 전/후

MBR을 백업해두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랜섬웨
어의 흥미로운 점은 새롭게 개발된 랜섬웨어가 아
닌 기존 PETYA 랜섬웨어의 소스를 그대로 이용하
되, 감염에 필요한 루틴만을 골라 실행시키도록

(3) 복호화한 바이너리를 메모리에 적재한다.
- 호출 대상 함수 : ZuWQdweafdsg345312

바이너리를 변조하도록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 5] 악성 바이너리 메모리 적재
(4) 메모리상에 적재된 바이너리의 특정 위치의
OPCODE를 변경시킨다. 해당 위치는 기존 PETYA
랜섬웨어가 사용하던 함수의 호출을 건너뛰게 변
경한다.

[그림 1] 악성코드 도식도

[그림 6] 바이너리를 NOP(0x90으로 변경)

1. Malware
(1) 해당 랜섬웨어가 실행될 경우 1시간 30분을
대기한다.

[그림 2] 1시간 30분 대기 함수
(2) 대기 시간이 끝난 후, 메모리에 적재할 바이너
리를 복호화한다.

[그림 7] 바이너리 변경 전/후

[그림 3] 복호화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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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PETYA 랜섬웨어에서 사용하던 함수들을
건너뛰고 MBR 감염 루틴만을 사용하도록 호출
주소를 변경한다.

[그림 8] 변경된 호출 주소
(6) MBR 복원을 위해 연결해야하는 사이트 주소
를 메모리에 적재한다.

[그림 12] MBR 암호화 전/후
(9) 암호화된 바이너리를 복호화하여 E-Mail 주소
를 복호화한다.

[그림 9] 복원 사이트 메모리 적재
(7) 기존 PETYA 랜섬웨어가 MBR 감염 후 출력하
는 랜섬 노트의 내용을 변경한다.

[그림 13] E-Mail 주소 복호화 로직

[그림 14] E-Mail 주소 복호화 전/후
(10) (6)에서 메모리에 적재한 랜섬노트의 복원 사
[그림 10] 랜섬노트 변경 전/후

이트 주소를 복호화한 E-Mail 주소로 변조한다.

(8) MBR 영역의 512바이트를 읽어와 XOR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11] MBR 영역 암호화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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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접속 주소 변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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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경된 값들과 변조된 MBR을 기록한다.

[그림 16] 변경된 MBR 영역
(12) 블루스크린을 발생시키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림 17] 블루스크린 발생 함수
(13) 블루스크린이 발생하여 시스템이 재부팅 되
면 작성했던 랜섬 노트를 출력한다.

[그림 18] 랜섬 노트 출력

작성자 : Ra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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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단순 화면 잠금이 아닌 파일 암호화까지 하는 모바일 랜섬웨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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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화면 잠금이 아닌 파일 암호
화까지 하는 모바일 랜섬웨어 발
견!

모바일 악성코드 상세분석
이후 SD카드 내에 있는 파일들의 암호화가 진행
된다. 암호화된 파일들은 jpeg, jpg, png, bmp, gif,
pdf, doc, docx, txt, avi, mkv, 3gp, mp4이며 다음
파일들의 확장자를 .enc로 변경한다.

금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사용자들이 많이 쓰
는 앱으로 가장하여 사용자로부터 설치 및 실행
을 유도한다. SD카드 내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암
호화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화면을 잠금하고, 사용자의 얼굴을
캡쳐하여 단말기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공포감을
극대화하여 금전을 좀 더 쉽게 취득하려는 의도
를 볼 수 있다.
SMS를 통하여 랜섬웨어를 원격 제어하며 암호
화하는 파일들의 확장자는 pg, png, bmp, gif, pdf,
doc, docx, txt, avi, mkv, 3gp, mp4이다. 이러한 확
장자들은 이미지나 동영상, 문서 파일들이므로

[그림 3] 확장자 변경 전

암호화가 진행될 경우 사용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림 1] 악성앱 아이콘
[그림 1] 은 Adobe Flash Player 앱으로 가장한
악성앱 아이콘이다.
특정 수신번호로 SMS를 받으면 사용자 얼굴을
캡쳐한 후 화면을 잠금한다. 사용자 얼굴을 캡쳐
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더욱 더 쉽게 갈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4] 확장자 변경 후
assets/data파일로부터 배포자의 수신번호를 가
져와서 객체에 저장한다.

[그림 2] 화면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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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배포자의 수신번호 저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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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배포자의 수신번호 저장2
배포자의 수신번호로 SMS를 수신하면 파일 암

[그림 11] AES 암호화2

호화를 진행한다.
jpeg, jpg, png, bmp, gif, pdf, doc, docx, txt, avi,
mkv, 3gp, mp4 확장자를 지닌 파일만 AES 암호
화를 한다.

[그림 12] AES 암호화3
[그림 7] 파일 암호화 원격제어1
배포자로부터 stoper라는 내용이 적힌 SMS를
수신 시 파일 복호화를 진행한다.

[그림 8] 파일 암호화 원격제어2

[그림 13] 파일 복호화1

전방 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다.

[그림 14] 파일 복호화2

[그림 9] 피해자 얼굴 캡쳐

[그림 15] 파일 복호화3

SD카드에 존재하는 특정 확장자를 지닌 파일들

국가, imei, 단말기 모델과 사용하는 OS를 탈취

을 모두 AES 암호화한 후 파일명에 .enc확장자

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를 붙인다.

[그림 10] AES 암호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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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기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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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랜섬웨어 또한 PC 랜섬웨어와 같이 대부
분 금전을 요구하며 랜섬웨어 배포자 사이트나
연락처로 연락했을 경우 대부분 사이트가 차단
되어서 접속할 수 없다.
간혹 랜섬웨어 배포자와 연락이 되어 복구 비용
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화면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
다수다.
널리 알려진 앱이라고 해서 블랙마켓이나 서드
파티(비공식 마켓)를 통해 설치하지 말고, 반드
시 공식적인 마켓을 통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백신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단말기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작성자 :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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