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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봇넷 통한 ‘재프’ 랜섬웨어 무작위

악성코드
어도비 플래시 업데이트 파일 위장 ‘직소’
랜섬웨어 유포중
2016년 국내에 등장했던 ‘직소(JigSaw) 랜섬웨어’
가

유명

유틸리티

프로그램인

어도비

플래시

유포중
최근 스팸 메일을 통해 ‘재프( jaff) 랜섬웨어’가 무
작위로 유포되고 있어 PC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
구된다.

(Adobe Flash)의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했다. 한 보
안업체는 지난해 국내에 등장했던 직소가 해외에
서 다시 유포되고 있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안업체 하우리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재프 랜
섬웨어는 네커스(Necurs) 봇넷을 이용하여 급속도
로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네커스 봇넷은 금융정
보

탈취

악성코드인

드리덱스(Dridex)와

록키

이번에 유포된 직소 랜섬웨어는 지난 해 국내에

(Locky) 랜섬웨어 유포에 활용됐던 스팸 봇넷이다.

등장했던 ‘직소 랜섬웨어’가 웹 브라우저 ‘파이어

공격자는 이러한 스팸 봇넷을 활용하여 재프 랜섬

폭스(Firefox)’ 설치 파일로 위장해 유포된 것과 달

웨어를 이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리 어도비 플래시의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것이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가 스팸

다른

파일명이

메일에 첨부된 PDF 문서파일을 실행할 경우 문서

‘Setup.exe’로 되어 있으며, 정상 파일과 아이콘 모

내부의 또 다른 워드 문서 파일이 열람되며, 사용

양이 다르다. 또한, 해당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확

자가 매크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매크로가

인하면 제작사 명도 달라 정식 배포된 파일이 아

실행되면 명령제어(C&C) 서버에 연결하여 암호화

님을

파일

키를 받아오게 된다. 이후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

(Setup.exe)을 실행하면 사용자 PC 내 주요 파일

일들을 찾아 암호화한 후 파일에 ‘.jaff’ 확장자를

들이 암호화 되고, 영화 ‘소우(Saw)’의 캐릭터가

추가한다.

금전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온다.

재프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사용자 PC에 존재

일반적으로 랜섬웨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출처

하는 422개의 확장자를 포함하는 파일들을 대상

가 불분명한 파일 실행 자제, 수상한 웹사이트 방

으로 암호화를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파일의 몸값

문 주의, 중요 파일 별도 백업. OS 및 사용 프로그

을 유도한다.

램 업데이트 등의 기본 보안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하우리 보안연구팀의 한 연구원은 “네커스 봇넷으

보안업체 센터장은 “현재까지 국내 발견 사례는

로 유포 중이던 ‘록키 랜섬웨어’가 ‘재프 랜섬웨어’

없다”며, “다만, 작년 상반기에 국내에서도 ‘직소

로 세대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출처가 불분

랜섬웨어’가 유포된 적이 있는 만큼 국내에도 확

명한 이메일은 열람을 주의하도록 하고 첨부파일

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행 전에 충분히 검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출처 :

밝혔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295&kind=1

166&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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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환경에 서비스형 멀웨어 등장 : 맥스

문서파일로 위장한 C&C 악성코드 유포

파이와 맥랜섬

중

맥 OS를 향한 악성 행위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최근 이력서 및 경고장 등 문서 파일로 위장한 악

있다.

성코드 유포 사례가 발견되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

최근에는

맥스파이(MacSpy)와

맥랜섬

(MacRansom)이란 서비스형 멀웨어(MaaS)가 등장

요하다고 한 보안업체는 밝혔다.

하기도 했다. 서비스형 멀웨어는 사용자가 많은

보안업체에 따르면 하반기 취업 시즌을 앞두고 특

윈도우 환경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하지

정인의 이름을 붙인 이력서로 위장한 PDF 파일이

만 이번에 등장한 MaaS는 맥 OS만을 위한 것으

유포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콘은 PDF 문서지만 실

로, 독특한 경우라며 한 보안 업체는 밝혔다.

제로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실행파일(.exe)이다. 피
해자가 무심코 이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코드 설치
와 함께 이력서 형태의 정상 PDF 파일도 실행되
기 때문에 사용자가 감염 여부를 의심하기 어렵다.
더불어 경고장을 사칭한 악성코드도 발견되었다.
‘광고표시의무위반내역’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이
악성코드는 엑셀 파일의 아이콘으로 위장했다.

보안업체에서 맥스파이를 제일 처음 발견한 건
2017년 5월의 일이다. 서비스형 멀웨어들은 범죄
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에
얼리언볼트 측도 이 광고를 본 것이다. 이 멀웨어
의 기능은 주로 사용자의 브라우저 히스토리, 스
크린샷, 클립보드 데이터 등의 민감한 정보를 수
집하는 것이었다.
위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건 맥스파이의 무료 버전
이다. 유료 버전에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을까?
광고에 따르면 맥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데이터를 탈취하는게 가능하며,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하고 있어 얼핏 봐서는 멀웨임을 알아볼 수
없다.
맥랜섬 역시 맥 기기들을 겨냥한 서비스형 멀웨어
다. 이는 또 다른 보안업체에서 발견했다. 보안업
체 측은 맥랜섬은 맥스파이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아마 같은 세력이 두 가지 멀웨
어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252
5

악성 문서파일도 실제로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실
행파일(.exe)이며, 실행 시 악성코드 설치와 동시
에 문자 광고의 의무표시위반내역처럼 보이는 엑
셀 파일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두 악성코드 모두 감염 이후 사용자 몰래 네트워
크 연결을 시도한다. 이는 C&C 서버(Command &
Control 서버, 공격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조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서버)로 접속해 악성 행위에 필
요한 파일을 추가로 내려 받는 등의 악성행위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안업체 대응팀 팀장은“공격자들은 사용자의 의
심을 피하기 위해 PDF나 엑셀 등 문서파일을 위
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파
일 확장자명이 아이콘과 다르다면 실행을 자제하
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459&page=1&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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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꼭 닮은 신종 '웹쉘' 등장…인터
넷 보안 비상등
랜섬웨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종 웹 악성코드
'웹쉘'이 등장해 보안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
보안업체에서 최근 랜섬웨어 기능을 가진 신종 웹
쉘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미 여러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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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인터넷나야나 13억 랜섬웨어 사태 “보안
은 허술했고 공격은 정교했다”
13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커 손에 쥐어주고
5000개 이상의 피해 홈페이지를 발생시킨 최악의
랜섬웨어 사태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적으로 보안체계는 취약했고, 공격은 정교했
다는 평이다.

기존 웹쉘은 웹 서버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웹 스크립트 파일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원격에서 서버 제어가 가능한 악성 파일을 뜻한다.

미래부는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 침해사고 중

해커가 웹 서비스 취약점을 통해 웹 서버에 침투

간조사 결과, 지능형지속위협(APT)과 에레버스(Ere

한 후 웹쉘을 업로드 해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본

bus) 랜섬웨어 공격이 결합된 사고라고 밝혔다.

격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이후 해커는 웹쉘을 이

지난 6월 10일 오전 1시, 해커는 153대 고객서버

용해 추가로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고 시스템 명령

에 설치된 랜섬웨어가 동시 실행되도록 설정해 데

어를 통해 실행하는 공격 방식을 사용한다. 이처

이터를 모두 암호화시켰다. 이에 따라 웹호스팅

럼 기존에는 업로드 기능과 시스템 명령으로 랜섬

71대 3348개 홈페이지, 서버호스팅 82대 2148개

웨어를 추가 업로드 해 실행했지만 이번에 수집된

홈페이지 등 총 153대 서버 5496개(도메인 기준)

신종 웹쉘은 파일 자체가 랜섬웨어와 같은 기능을

이용기관 홈페이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커는 153대 서버에 대한 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도 랜섬웨어와

정 정보와 패스워드까지 모두 갖고 있었던 것으로

유사하다. 기존 웹쉘은 웹 서버 시스템 파괴, DB

추정된다"며 "해커는 게이트웨이 서버에 백도어를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홈페이지 변조 등 금

심어놓고 내부에 들어온 후 랜섬웨어를 받아 특정

전적 요구 없는 공격이 주를 이뤘다. 반면에 새로

시간에 작동하도록 조치하면서 백업서버까지 완전

운 유형의 웹쉘은 랜섬웨어와 동일하게 해커가 암

삭제시켰는데, 암호화 후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호화 할 때 사용되는 키(Key)값을 금전과 바꿀 수

랜섬웨어라고 부르지만 오랜 기간 침투해 정교하

있다. 신종 웹쉘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랜섬웨어

게 준비한 점을 미뤄봤을 때 APT 공격으로 봐야

추세에 맞춰 진화된 것이다.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백업정책 등 지능화

웹 보안업체 대표는 “신종 랜섬웨어 웹쉘이 확산

되는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에서도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내 웹 보안 담당자들의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75

http://www.etnews.com/20170626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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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2 워너크라이? 골든아이? 페트야?

26일 금결원,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도

낫페트야? 추측 난무

디도스 공격 협박받아

두 번째 워너크라이 사태가 또 한 번 터졌다. 러

26일 오전 10시경 금융결제원, 수협은행, 대구은

시아 혹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

행, 전북은행에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

는 이번 랜섬웨어는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Armada Collective)’의 협박 메일이 도착했다. 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인도, 한국에서

용은 지난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D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7곳과 한국거
래소, 증권사 2곳 등에 보낸 협박 메일과 유사하
다. 10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7월 3일 1테라
이상의 DDoS(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내용
이다.

보안업체들은 이 사태가 지난 워너크라이와 흡사
하다고 설명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
장 큰 차이점은 워너크라이에 비해 전문적이고,
킬스위치 등의 안전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한 보안업체 측은 "워너크라이때 발견되었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에 해커의

던 자잘한 실수들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협박 메일이 금결원,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에

고

"C:/Windows

발송되었다. 내용은 7월 3일까지 10비트코인을 보

/perfc"라는 파일을 만들면 랜섬웨어 감염을 막을

내지 않으면 1테라 이상의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업체가 최초로 발견한

는 내용이였다.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협박 메일을

랜섬웨어 샘플의 이름은 골든아이(GoldenEye)로,

보내고 10~20분 가량 금융기관 4곳에 실제로 디

분석을 통해 악명 높은 페트야(Petya)의 변종인

도스 공격을 실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결원,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보안업체는 기존 페트야

수협, 대구은행에 각각 1기가의 디도스 공격이 들

와 골든아이 사이에는 큰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설

어왔고 전북은행에는 800메가 정도의 공격이 들

명했다. 또 다른 보안업체 측 역시 "페트야와의

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도 디도스 공격은

유사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존 백신 제품

은행들이 보유한 방어 장비로 막을 수 있는 수준

들 중 골든아이를 탐지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가

이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느려지는 정도로 차단됐

지 뿐이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랜섬웨어가 나타

으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니었다.

났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견을 가

금감원 측은 “현재 이후 해킹단체의 주장대로 1테

진

낫페트야

라급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은행들 자체 장비

(NotPetya)라고 부르기도 한다. 랜섬웨어의 종류가

로는 차단이 힘들다. 그래서 KT나 SKT 등 ISP기업

페트야이든 아니든 이번 사태로 또 한 번 취약점

에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보안원 등과 공동으로 대

패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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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page=1&kind=1

eView&idxno=21274&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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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보안업체는

랜섬웨어를

Security Magazine
피해자 8,000만 명의 앤섬 사태, 사상 최
대 합의금으로 마무리될까
총 8,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역대
최악의 보험회사 보안 사고로 평가되는 앤섬 헬스
케어(Anthem Healthcare, 이하 앤섬)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최종 손해배상 액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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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해 사고
CIA 자판기를 해킹해 379만원 어치 간식
좀도둑 한 직원 해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한 직원이 똑똑한 머리
를 좋은데 쓰지 않고, 자판기 좀도둑질하는 데 썼
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해고당했다고, 미국 온
라인 뉴스 잡지 슬레이트가 보도했다.

지난 23일, 앤섬은 2015년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잇따른 각종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
인 합의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원
화로 약 1,305억 원(1억 1,500만 달러)이 넘는 수
준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앤섬이 피해 고객을
위해 실행해온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보호 서비
스 등의 보안 조치를 향후 2년간 추가적으로 제
공하겠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앤섬이 제시한 합의금은 오는 8월 17일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은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인한 역대 합의금 수
준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 대표적인 보안 사고로
꼽히는 2013년 타깃(Target) 사건의 경우, 4,1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지난 달 법원이
약 210억 원(1,850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한 바
있다. 3,700만 명 정보를 유출한 애슐리 매디슨
(Ashley Madison) 사건은 약 199억 원(1,750만 달
러)을, 5,000만 명 정보를 유출한 홈디포(Home
Depot)는 두 번에 걸쳐 약 494억 원(4,350만 달러)
을 지불했다.
앤섬은 “사이버 공격에 당한 이래 정보 보안 실천

이 CIA 직원은 청사 내 자판기에서 2012년 가을
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314달러 (약 379만 원)
의 간식을 훔쳐 꺼내 먹은 사실이 발각됐다. CIA
에 설치된 자판기는 간식을 결제할 때에 ‘프리덤
페이’라는 선불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런
데 이 직원은 이 결제시스템을 해킹해서, 결제 서
버와 연결을 끊고는 충전되지 않는 자신의 프리덤
페이 카드로 간식을 계속 빼먹었다.
이 직원은 게다가 자신의 이 수법을 다른 동료에
게도 알려줬다. 결국 자판기의 간식이 입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자꾸 사라지자, CIA는 몰래카메라
를 설치했다. 그리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판기 좀도둑 2명을 확인한 것이다.
CIA는 프리덤페이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간식을
훔친 직원을 해고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
다. 이 직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을 위해 막대한 변화에 착수했으며 이를 지속적으

출처 :

로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483&page=2&kind=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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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美 CIA, 수년간 무선 네트워

러시아, 2016년 미국 투표 집계기 업체

크 해킹"

해킹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그동안 무선 네트워크 장

러시아 군 정보국 GRU 주도하에 2016년 대선 미

비를 해킹해 대규모 사이버 감청을 해 왔던 것으

국 투표 집계기 납품엄체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로 나타났다.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가 안보국(NSA) 기밀문서에 따르면 GRU
내부 정보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

가 러시아 스피어 피싱 계획이라 일컷는 해킹을

에 따르면 CIA는 시중에 판매돼 사용 중인 무선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GRU는 오바마 행정부가

라우터 등 무선 네트워크 장비 수십종의 내부 펌

2016 대선에 대한 보복으로 제제를 가한 기관이

웨어를 해킹해 조작하는 방식으로 무선으로 전송

다. NSA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해커들이 투표

되는 데이터를 가로채왔다.

집계기 회사 ‘VR 시스템즈’ 직원에게 전자 메일을

체리 블로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CIA의 무선

발송해 사용자 크레덴션(자격 증명)을 빼내려 했

네트워크 해킹 툴은 특정 대상의 인터넷 활동을

다. 이런 사회 공학적 해킹은 로그인 정보와 해킹

모니터링하고 웹브라우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세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

다. 보고서에서 이 해킹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시

에는 해당 해킹툴의 설치법과 사용방법 등 가이드

스템을 감염시켜 러시아 스파이가 네트워크 자체

라인, 전반적인 해킹툴 동작 원리 등이 함께 공개

시스템을 연구할 목적이라 밝혔다.

됐다. 체리 블로썸에 영향을 받는 무선 네트워크

VR 시스템즈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성명서

제품은 에이수스, 벨킨, 버팔로, 델, 디링크, 링크

에서 “한 고객이 VR 시스템즈에서 왔다는 사기

시스, 모토로라, 넷기어, 시나오, US 로보틱스 등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자 우리는 모든 고객들

약 10개 제조사의 25개 제품이 해당된다.

에게 첨부파일을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소수 고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해당 해킹툴을 이용해 CIA

객이 이 이메일을 받았고 그들이 첨부파일을 열었

가 얼마나 많은 무선 네트워크 감청을 했는지 확

감염됐는지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FBI

인은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문서에 따르면 한 군인이 토요일 국가 기밀

한 IT업체는 "위키리크스 공개 이후 여전히 체리

자료를 복사해 미디아에 넘긴 혐의로 체포되었다.

블로썸이 동작 중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해

국가 보안 관계자가 월요일 NPR과의 인터뷰에서

당 무선 네트워크 제조사들이 곧 해당 해킹툴을

기밀 문서를 받은 곳이 인터셉트라고 확인했다.

막는 취약점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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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eView&idxno=21064&sc_code=1435901338&pag

o=108181

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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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노린 신종 보이스
피싱에 당했다...피해 속출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
는 한 여성으로부터 일반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빗썸 담당자라고 밝힌 이 여성은 글쓴이의 아이디
로 방금 전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해 차단했다며
OTP도 해킹 당한 것 같으니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글쓴이는
빗썸에 로그인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이더
리움 코인이 비트코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
고 결국 OTP 번호를 불러주고 말았다. 불러주는
순간 코인은 사라졌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 이
에 놀란 글쓴이는 빗썸에 로그인 시도를 했지만
접속이 차단되어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이미 글
쓴이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지갑으로
전송되고 말았다.
또한 글쓴이는 보이스피싱 전에 이미 빗썸의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탈취당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
황상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미 글쓴이의 아이디
로 로그인 한 후,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
하는 작업을 했고, 글쓴이가 OTP 번호를 불러주
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에 글쓴이는 반드시
OTP로 이중 로그인을 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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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달의 TOP
유럽을 강타한 변종 Petya 랜섬웨어 국내 확산 주의!
간판 바꿔 등장한 CRBR ENCRYPTOR 랜섬웨어 감염 주의
웹사이트 방문만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매트릭스 랜섬웨어 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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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TOP

유럽을 강타한 변종 Petya 랜섬웨어 국내 확산 주의!
□ 개요
최근 Petya 랜섬웨어 변종이 WannaCry 랜섬웨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금번에 발견된 랜
섬웨어는 WannaCry 랜섬웨어와 같이 Microsoft Windows SMB 원격 임의 코드 실행 취약점(CVE-20170144)을 통해 유포되었다. 해당 취약점은 공격자가 SMBv1 서버로 특수 제작한 패킷을 보내면 대상 서
버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미 WannaCry 랜섬웨어 감염 사태에 많은 사용자들이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해당 취약점을 통한 감염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 내용
Petya 랜섬웨어는 하드디스크의 MFT(Master File Table) 영역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다.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우 MBR(Master Boot Record) 영역을 변조하여 부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금전을 요구한다.

[그림 1] 감염 후 재부팅

[그림 2] Petya의 감염 화면
12

Security Magazine

이달의 TOP

또한 MBR 영역뿐만 아니라 특정 확장자의 파일들도 암호화한다.

[표 1] 감염 대상 확장자 목록
금번에 발견된 변종 Petya 랜섬웨어도 WannaCry와 같이 킬스위치가 존재한다. 킬스위치란 랜섬웨어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금번에 발견된 Petya 변종의 경우 C:\Windows 경로에 perfc 이라는 파
일을 생성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패치된 SMB 취약점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Windows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Petya

작성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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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꿔 등장한 CRBR ENCRYPTOR 랜섬웨어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말하는 랜섬웨어로 유명한 케르베르 랜섬웨어가 "CRBR ENCRYPTOR"로 간판을 바꿔 국내에 유포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랜섬웨어는 대부분 이메일 첨부파일 열람 및 웹 브라우저 취약점을 통해 유포
되고 있다. 국내에 다수의 피해사례를 낳았던 케르베르 랜섬웨어의 리네임 버전인 만큼 사용자들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내용
금번에 발견된 CRBR ENCRYPTOR 랜섬웨어는 기존 케르베르 랜섬웨어의 리네임 버전으로 이메일 첨부
파일 열람 및 웹 브라우저 취약점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해당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 한 후
‘_R_E_A_D___T_H_I_S___(랜덤)__.txt’, ‘_R_E_A_D___T_H_I_S___(랜덤)__.hta’ 파일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비트코
인을 요구한다.
CRBR ENCRYPTOR 랜섬웨어는 감염 시 [그림 1]과 같이 특정 IP에 대하여 UDP 프로토콜 패킷을 전송한
다.

[그림 1] UDP 프로토콜 패킷 전송

파일을 암호화 한 후 암호화한 파일의 이름을 ‘(랜덤 파일명).(랜덤 4자리 확장명)’ 형태로 변경한다.

[그림 2] 암호화된 파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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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텍스트 파일과 HTML 파일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린다.

[그림 3] 금전 요구 메시지
CERBER DECRYPTOR 랜섬웨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3개국어를 지원한다.

[그림 4] CERBER DECRYPTOR
CERBER DECRYPTOR 랜섬웨어는 유포방식 또한 기존의 케르베르와 유사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발신지
가 명확하지 않은 이메일 첨부파일 열람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웹사이트 접속 시 취약점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방문 시에도 주의를 요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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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Cerber.266240.A 외 다수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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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방문만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매트릭스 랜섬웨어 감염 주의
□ 개요
최근 국내 웹사이트를 통해 매트릭스(Matrix)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다. 취약한 웹 플러그인 또는 웹 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방문 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와 같은 취약점
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매트릭스 랜섬웨어는 악성코드 유포 공격 도구 중 하나인 선다운(Sundown) 익
스플로잇 킷을 통해 국내 사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 내용
금번에 발견된 매트릭스(Matrix) 랜섬웨어는 ‘사용자 PC의 IP로 음란물 사이트나 아동 및 동물 학대 사
이트에 접속하여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으므로 모든 중요 파일들을 암호화했으니 벌금을 내라’라는 안내
창을 띄워 사용자를 위협한다. 또 데이터 복구 가능 시간은 96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파일의 몸값
을 지불하지 못하면 매 12시간마다 몸값이 100달러(한화 약 11만원) 증가한다.

[그림 1] 매트릭스의 감염 화면(랜덤명.hta)

해당 랜섬웨어는 C&C 서버에 사용자의 암호화 키, 컴퓨터 이름, 사용자 계정, SID값 등의 정보를 전달한
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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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C 서버와 통신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주요 파일을 감염시킨다.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를 “.Matrix” 로 변경했던 이전
버전과 달리 금번에 발견된 랜섬웨어의 경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림 3] 암호화된 파일 및 생성된 rtf 파일
이번 랜섬웨어는 TEMP, Application Data\Local\Microsoft 폴더 등에 자가복제한 후 복제된 파일을 실행
한다. 복제된 파일들은 사용자의 주요 파일이 모두 암호화되면 배치파일을 통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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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가복제 파일을 삭제하는 배치 파일 생성
암호화를 마친 파일의 각 경로에 “!WhatHappenedWithMyFiles!.rtf”라는 파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감
염 사실을 알린다.

[그림 5] !WhatHappenedWithMyFiles!.rtf 파일의 내용
현재 유포된 매트릭스 랜섬웨어는 웹 사이트 방문만 해도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취약한 응용프로그램의 업데이트나 바이로봇 백신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 바이로봇 업데이트 내역
Trojan.Win32.R.Agent.393216.FX
Trojan.Win32.R.Agent.454144.A
Trojan.Win32.R.Agent.379904.B 외 다수

작성자 : ch2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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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 스크립트 랜섬웨어
너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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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라질 월드컵’ 사이트를 사칭한
가짜 키 생성기 호스팅 화면

RAT
RAT(Remote Administration Tool)는 하나 혹은 다
수의 PC에 원격 연결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다.
RAT는 파일 관리, PC 제어, 레지스트리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전반적인 PC 권한을 얻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사용자들에게 편리성
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편리성이 좋은 만큼 다양
한 보안 취약점도 따른다. RAT가 악의적인 목적으
로 쓰이면 사용자들의 PC를 모니터링하여 조종하
거나 여러 가지 범죄 행위의 보조 수단이 된다.
RAT는 보안업계에서 ‘구식’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공격 도구이지만 최근 다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2~3년간 발생한 RAT를 악용
한 악성코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Nj RAT
Nj RAT는 .NET으로 만들어진 RAT로 키로깅, 웹캠

2017년 4월에는 경찰 간부가 동료 여경에게 메신
저로 “음악 파일을 보내주겠다”며 Nj RAT를 사용
한 악성코드를 전송한 사건도 있다. 경찰 간부는
이 악성코드로 여경의 PC를 해킹한 뒤 알게된 사
생활을 빌미로 협박하여 1천만원을 갈취하였다.
Darkcomet
다크코멧(Darkcomet)은 피해 시스템의 관리자 권
한을 공격자에게 넘겨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RAT로 2011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다크코멧
은 백신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기능이 있으며

태

스크 매니저(Task Manager)나 윈도우 방화벽, UAC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14년 6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브라질
월드컵에 쏠려있을 무렵 무료 월드컵 티켓을 가장
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었다. 이 스팸 메
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다크코멧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액세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주로 시리아
와 같은 중동 해커 그룹에서 인기가 많다.
2014년 5월, 브라질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이 개최되었다. 이때 트렌드마이크로는 Nj RAT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브라질월드컵 2014 JSC 스포
츠라이브(Jsc Sport Live + Brazil World Cup 2014
HD.rar)’라는 이름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고 밝
혔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로 원격에서 화면 스

[그림 2] 무료 월드컵 티켓 사기 이메일

크린 캡처, 데이터 탈취 등 다양한 공격자의 명령
을 수행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같은 해 10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를 악용한
악성코드가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었다. 해당 스팸
메일은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사칭하여 유포되었다.
해당 메일은 첨부된 파일을 열면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조치 방법이 알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사용
자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실행하게 한다. 하지만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다크코멧이 설치되어 해커가
사용자의 PC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에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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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보다 에볼라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더

애드윈드 RAT(Adwind RAT)는 자바로 제작된 RAT

무서운 셈이다.

로 윈도우 뿐만 아니라 리눅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도 동작하는 악성코드이다. 애드윈드는

Xtreme RAT

AlienSpy, Frutas, Unrecom, Sockrat, JSocket, jRat이

익스트림 RAT(Xtreme RAT)는 파일 관리, 네트워크

라고도 불리며 여러가지 변종으로 발전하여 다양

제어, 시스템 관리, 데이터 유출이 가능한 원격 제

한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 우주 업

어 도구이다.

계를 타깃으로 공격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익스트림은 최근 미국 국무부와 이스라엘 정부 기

이 공격을 통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이용되었다. 드라마나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영화를

토렌트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의 한 은행을 대상으로

(torrent)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

공격하기도 했다. 은행 직원이 받은 스피어피싱

기도 한다.

이메일에 악성 JAR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당시

[그림 3]과 같이 토렌트에 게시된 "끝까지간다. A

이 악성 파일은 백신에서 탐지되지않아 큰 피해를

Hard Day.2014.720p.iptv.XviD AARCS" 파일을 다운

낳았다.

로드하면

동영상

이와 같이 애드윈드는 주로 표적 공격을 통해 감

(657MB)과 가짜 동영상(9.65MB) 파일이 함께 다

염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감염사례가 꾸준히 증가

운로드 된다. 이 가짜 동영상 파일은 영화 파일로

하고 있으므로 표적이 될 수 있는 각 기관들의 주

위장한 익스트림 악성코드이다.

의가 필요하다.

다운로드할

정상적인

때

영화

자주

이용하는

파일인

MP4

Nanocore
2017년 3월, 국내에 ‘나노코어(Nanocore)’ 기반으
로 제작된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나노코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해킹 툴과 악성코드
는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국
[그림 3] 토렌트로 유포되는 가짜 동영상 파일

내에 다양한 변종으로 유포되고있다.

이 가짜 동영상파일은 확장자가 mp4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확장자는 scr이다. 일반적으로 사용
자들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옵션을 사용하고 있어 확장자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동영상 파일인 것처럼 위장
하고 있다. (실제 확장자는 폴더 옵션 설정에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국내에서 판매중인 나노코어 해킹 툴
Spynote

[그림 4] 악성 파일의 실제 확장자

Spynote는 안드로이드 RAT로 연락처 보기, SMS
메시지 읽기, 마이크 활성화, 실시간 대화 청취 등

Adwin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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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서
비스인 Netflix 앱으로 위장하여 전파되어 사용자
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림 6] Netflix 앱으로 위장한 Spynote
이 밖에도 RAT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사람의
심리를 공략하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치밀한 표적
공격으로 사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RAT를 이용한 해킹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점
점 정교해져 탐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윈도우, 브라우저, Adobe Flash 프
로그램, MS Office 등의 최신 패치 적용을 생활화
해야한다. 그밖에 블랙리스트를 사용해 의심스러
운 파일의 활동을 차단하거나 의심스러운 IP를 차
단하는 것도 RAT를 이용한 공격을 예방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어디선가 RAT
는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

작성자 : p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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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 스크립트 랜섬웨어
하하. 드디어 수습이 끝났다. 대응 업무를 통해 하
루에 수 없이 많은 악성코드를 보며 현기증이 날
즈음 스크립트 랜섬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필자가 분석해보았던 악
성코드는 대부분 확장자가 EXE인 파일이였다. 때

보안 컬럼
1. PHP 랜섬웨어
PHP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로 PHP가 실행
되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는
다. PHP 랜섬웨어가 단독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감염된 사용자의 PC를 직접
PHP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PHP 랜
섬웨어를 감염시키는 방식이 등장했다.

문에 악성코드는 EXE 파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필
자는 스크립트 랜섬웨어를 처음 접한 순간 신세계
를 경험했다. 스크립트 실행만으로도 감염이 된다
니 EXE 파일만 주의해야 할 게 아니구나 하며 모
든 형태의 파일을 의심하게 되었다.
랜섬웨어는 PC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파일 암호화
하여 몸값(금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악성코드이
다. 랜섬웨어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2015 상반
기에 국내 최초로 한글 랜섬웨어가 발견되면서부
터 본격적으로 국내 보안 업계에서 주목받게 되었
다.
국내 커뮤니티인 클리앙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한
글 랜섬웨어 크립토락커(Crypt0L0cker) 랜섬웨어를
시작으로 신종 혹은 변종 랜섬웨어가 꾸준히 이슈
가 되고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랜섬웨어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으며 기존의 랜섬웨어의 변종
또한 다양하다.
대부분 랜섬웨어는 PE 구조를 가진 실행 파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스크립트가 “랜
섬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닌 “직접 랜섬웨
어 행위”를 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e
랜섬웨어 중에 스크립트 랜섬웨어의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랜섬웨어이다. 이

[그림 1] PHP 랜섬웨어의 대략적인 실행 과정
[그림 1]은 PHP 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이용하여
PHP 랜섬웨어를 실행시킨 악성코드의 동작 과정
이다. PHP 인터프리터는 PHP를 기계어로 해석하
여 실행시켜주는 컴파일러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먼저 다운로더가

정상

PHP 인터프리터 파일,

PHP4ts.dll를 다운로드하여 PHP 랜섬웨어의 실행
환경을 맞춰준다. 그리고 PHP 랜섬웨어를 실행시
키고 자가 삭제한다.
2017년 6월 28일에 발견된 PHP 랜섬웨어는 MS
word 문서로 화면을 가리고 사용자 모르게 랜섬
웨어를 실행시키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도 PHP
인터프리터(php5.dll)가 사용되었다.

스크립트 랜섬웨어의 감염 과정 및 원리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스크립트 랜섬웨어 중에서 필자가 찾은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분석 내용이 지극히 한정적일 수 있으
니 미리 참고하길 바란다.
1.

PHP 랜섬웨어

2.

BAT 랜섬웨어

3.

PS(PowerShell) 랜섬웨어

[그림 2] 최초 유포 파일(다운로더)
[그림 2]는 다운로더가 세 개의 C&C 서버에 접속
하여 총 다섯 번의 다운로드를 거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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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한다.

행한 후 실행한다.
이제부터는 PHP 랜섬웨어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
[그림 7] 예외 디렉토리 항목

져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8]과 같이 변수 a에 d가 들어가있고 확장자
[그림 3] ‘~’로 난독화된 코드
[그림 3]은 난독화된 문자열 ‘~’을 ‘a’로 치환하여
코드를 실행(eval)하는 형태이다.

명이 “.crypted”인 경우에도 코드가 진행되는 조건
문이 존재한다. 변수 a에 e가 저장되어 있을 때에
는 encrypt를 진행했다는 점과 이미 암호화된 파
일들인 “.crypted” 확장자의 파일들이 조건문에 맞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변수 a에 d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decrypt를 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8] 복호화 조건문

[그림 4] 드라이브 명을 인자로 호출

하위 디렉토리부터 파일 암호화를 진행할 수 있도
록 재귀함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변수 a가 e이고,

정상적인 코드로 복호화가 되면 시간 제한 없이

파일의 확장자가 조건에 맞는 특정 확장자일 때

PHP 코드를 모두 실행(set_time_limit(0))하고 코드

파일의 암호화를 위해 파일 접근 권한을 얻는다.

에 오류가 생겨도 출력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림 5]와 같이 드라이브 명을 반복문을 통해 인
자로 넣어 Tree 함수를 호출한다. (여기서 Tree 함
수는 랜섬웨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9] 재귀함수를 사용하여 파일 확장자 체크
[표 1]과 같이 122개의 확장자를 대상으로 암호화
를 수행한다.

[그림 5] Tree 함수 진입
Tree 함수는 BASE64로 인코딩된 특정 값을 디코
딩한다. 이후 파일 암호화를 위해 변수 a에 e 라
는 문자열을 넣는다. 변수 a에 e가 저장되는 경우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파일들을 암호화한다.

[표 1] 암호화 대상 확장자 목록
[그림 10]은 암호화를 진행하는 코드이다. 파일의
앞부분의 2048 바이트(0x800h) 사이즈만큼 암호

[그림 6] 디코딩된 BASE64 값

화한다. 특정 연산을 통해 [그림 6]의 값으로 256
바이트의 Key 값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값으

드라이브 내에 특정 디렉토리는 제외하고 암호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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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수

a에

d가

저장되어있고

확장자가

‘.crypted’경우에 진행되는 코드가 존재한다고 소
개했다. 조건문으로 미루어보아 디크립트 연산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디크립트를 진행
하는지 변수 a에 저장된 값을 변경하여 실행해보
았다.

[그림 10] 파일 암호화 과정
[그림 15] 파일이 복구되는 모습
확장자가 ‘.crypted’로 바뀐 파일들이 다시 원래의
[그림 11] 확장자명 변경

확장자로 복구되면서 원래 데이터도 함께 복호화
되었다.

파일 암호화가 끝나면 확장자명을 ‘.crypted’로 바
꾼다.

[그림 12] 확장자명 ‘.crypted’로 바뀐 모습

[그림 16] 데이터 복호화 후

자기자신도 암호화되어 감염 이후에는 원본 코드

2. BAT 랜섬웨어

를 알 수 없다.

BAT(배치 파일)는 특정 행위에 대해 일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스크립트 파일이다.
BAT 랜섬웨어의 대략적인 실행 과정은 PHP와 비
슷하면서도 또 다르다. 배치 파일이 PHP 랜섬웨
어처럼 랜섬웨어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지만 파일
암호화 기능을 직접하지 수행하지는 않는다.
BAT 랜섬웨어의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를 따로

[그림 13] 암호화된 파일

실행시킨 후 (2) BAT 랜섬웨어가 직접 확장자명을
바꾼다. 그 후 (3) (1)의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4)
감염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부팅 때마다

[그림 14] 파일 암호화에 포함된 조건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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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페이지를 출력하는 텍스트 파일(939116.txt)
을 자동 실행 등록을 한 후 ‘DECRYPT.txt’라는 파
일명으로 특정 디렉토리에 복사한다. 그리고나서

[그림 17] 배치 파일 소스 중 일부
[그림 18]과 같이 전체적인 스크립트 구조는 간단
하게 되어있다.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있는 ‘939116.exe’ 파일 등
을 삭제한 후, 결제 페이지를 출력하여 랜섬웨어
감염 사실을 알린다.
보통은 악성 파일을 자동 실행으로 등록하지만 이
랜섬웨어는 결제 페이지를 자동 실행에 등록한다.

[그림 18] 암호화 경로 형식
먼저 “dir /B 드라이브명:\”로 드라이브 목록을 가
져온다.

[그림 23] text 파일 출력(예시)
[그림 19] C~Z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암호화
3. PS(PowerShell) 랜섬웨어
“for /r”라는 명령어를 통해 하위 디렉토리의 특정

마지막으로 파워쉘 랜섬웨어다. 특히 ‘Powerware’

확장자의 목록을 가져오고 다른 악성코드를 실행

라고 불리는 파워쉘 랜섬웨어는 PHP와 BAT 랜섬

시켜 파일들을 암호화한다.

웨어와 달리 단독으로 랜섬웨어의 모든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랜섬웨어는
C&C 서버에 미리 Key 값을 전송하고 기본 암호
화 모듈을 사용하여 파일을 암호화한다.

[그림 20] 암호화 대상 확장자 리스트
이후 “REN ~~ .crypted”라는 구문으로 확장자를
‘.crypted’로 변경(REN:rename)한다.
[그림 24] 난독화된 문자열 중 일부분

[그림 21] 파일 암호화 기능의 악성코드 실행

1) 생성한 랜덤 값 세 개 C&C 서버에 전송

[그림 25] C&C 서버에 Key 생성에 쓰일 값 전송
[그림 22] 결제 페이지 자동실행 등록
처음 코드에서는 랜덤 값 세 개를 생성하여 C&C
27

Security Magazine

보안 컬럼

서버 주소의 인자 값(string, string2, uuid)으로 전

용량 여분이 있는 드라이브를 검색하여 역순으로

송한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사용될 키값

정렬한다.

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C&C 서버로 전송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신 안 됨)

[그림 29] 용량이 있는 드라이브 가져오는 코드

[그림 30] 용량 여분이 있는 드라이브 출력
[그림 26] Key에 쓰일 값 전송
2) 암호화 작업을 위한 셋팅

[그림 31] 파일 암호화 반복문 수행
‘gci(Get-ChildItem)’라는 명령어로 하위 디렉토리
를 재귀( -Recurse)호출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하나
씩 읽어 들여 최상위 폴더부터 특정 확장자에 대

[그림 27]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

한 암호화 작업을 준비한다.

[그림 27]과 같이 ’RijndaelManaged’ 클래스를 상
속한다. ’RijndaelManaged’ 클래스는 대칭키 암호
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상속해야 하는 기본
클래스이다. Powerware 랜섬웨어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3) 암호화를 수행한다.
PHP 랜섬웨어처럼 2048 블록 단위로 파일을 읽
는다.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파일을 암호화 하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
는다.
먼저 키 생성을 위해 처음 생성한 랜덤 값중 두

[그림 32] 2048 블록 사이즈만큼 읽음

개의 값을 이용한다. ‘랜덤값1’과 ‘UTF8로 인코딩한
랜덤값2’로 256bit의 키를 생성한 후 처음에 암호

그 후 대칭 암호화 방식의 인크립터를 정의하고

화를 시작할 초기벡터 IV 등을 셋팅한다.

파일 암호화를 진행한다.
먼저 파일을 읽은 후 암호화된 값을 메모리에 저
장한다. 이후 메모리에 저장해둔 암호화 데이터를
가져와 원본 파일에 덮어쓴다.

[그림 28] 모든 암호화 셋팅을 마친 모습
암호화 셋팅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암호화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gdr(Get-PSDrive)” 명령어로 드라
이브를

검색한다.

드라이브를

검색하는

중에

“{$_.Free}” 라는 구문으로 현 PC의 드라이브 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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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페이지에 특정 시간의 복호화 비용 소스를
추가한다.

[그림 38] 자가삭제 코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면 자가삭제하고 랜섬웨어는
종료된다.

[그림 34] 암호화 확장자 목록

랜섬웨어는 Key 값을 이용하여 파일 데이터 암호

해당 랜섬웨어는 무려 442개의 확장자를 대상으
로 암호화를 진행한다.

화, 대상 확장자와 결제 페이지 출력 등 다양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EXE로 실행된 랜섬웨어에 비
해 간단해보이고 몇 줄 안되는 스크립트 랜섬웨어
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4) 결제 페이지 생성

신기했다.
또한 스크립트 랜섬웨어는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된

[그림 35] BASE64로 만들어진 페이지

적은 없다. 그러나 경량의 스크립트 파일을 악성
코드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악용되어 유포될 지

마지막으로

‘FILE_ENCRYPTED-READ_ME.HTML’라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는 파일을 만들어 결제 페이지를 출력한다. 결제
페이지의 내용은 랜섬웨어 코드에 BASE64로 인코
딩되어 저장되어있다가 html 파일을 생성할 때
인코딩된다.

[그림 36] 정밀하게 제작된 결제 페이지
제목을

자세히

보면

결제

페이지

타이틀에

‘CryptoWall’이라고 기재되어있다. CryptoWall 랜섬
웨어를 파워쉘 버전으로 만든 듯하다.

[그림 37] 감염된 시간은 따로 출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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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
Artifact? Art Effect!
본 칼럼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의 개성 강한 친
구 세 명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 한다.
첫 번째 친구 최XX는 훤칠하게 큰 키에 짙은 쌍
꺼풀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개인 사업을 준비하느
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 번째 친구 이XX
는 180 정도의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취미가 건프라 조립 및 소개팅이다. 세 번째
친구 장XX는 173 정도의 키에 음주 가무를 즐기
며 매우 시끄럽고 시끄러우며 시끄럽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스스로 병X신X들 이라고 부
르며 이 단어가 우리를 지칭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보안 컬럼
일, C&C 통신 헤더 등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며
랜섬웨어나 공개된 RAT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유명하게 알려진 RAT들은 소심하고 조금은 은밀
하게 자신의 존재를 어필한다.
한때 RAT 계를 평정하던 Gh0st RAT이 대표적인
예이다. Gh0st RAT은 C&C와 통신할 때 자신임을
알리기 위한 시그니처 코드로 Gh0st 라는 문자열
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Gh0st RAT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arkComet RAT 또한 유사한 형태로
패킷에 문자열이 포함되진 않지만 악성 행위를 위
한 설정 파일을 복호화하면 BEGIN DARKCOMET이
라는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다. Apocalypse RAT도
유사한 형태로 시그니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열 "Ap0calypse"이 존재)

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자연적으로 가지는 공
통적인 특징(눈, 코, 입의 개수 등)과 함께 개개인
고유의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상대를 인식하고 단체를 그룹화한다. 친
구 소개는 여기서 그만하고 본 칼럼으로 들어가보
자.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그림 1] Darkcokmet의 식별 문자

타깃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하루에 수십만 개씩 쏟
아져 나온다. 더불어 다양한 목적(정치, 사회, 경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밀하고 수줍게 자신의 존

등)을 위한 APT 공격도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재를 어필하는 악성코드와는 반대로 좀더 친절하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코드의 종류, 스타일 또한

고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악성코드도 존재한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악성코드들을 모아 분석하

다. 특히 많은 랜섬웨어들이 이 부류에 속해있다.

고,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름을 붙이고 공격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몸값을

조직들을 추적하는 것이 분석가의 주된 업무이다.

요구하기 위해 안내 페이지를 생성하는데 이 파일

악성코드도 필자의 친구들처럼 큰 카테고리 내에

에 랜섬웨어의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때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악성코드

문에 굳이 코드상에서 특징을 찾지 않더라도 악성

식별 및 분류의 근거가 되는 악성코드의 흔적과

코드의 이름과 종류가 파악 가능해진다. 보안 뉴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자.

스 기사에 악성코드명이 유독 자주 기재되는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인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It's Me! I'm Malware!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악성
코드로 자신을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악성코드
이름) 직접 공개하거나 코드상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개 파일 자체 스트링, 암
호화된 문자열, 암호화된 헤더, 악성코드 설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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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
악성코드에서 알고리즘이나 코드 뿐만 아니라 사
용하는 구조체 분석을 통해서도 공격 그룹을 특정
화할 수 있다. 구조체는 특정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데이터 그룹으로, 악성코드에서는 시스
템에서 탈취하는 데이터 목록, 공격을 위한 설정
등에 많이 사용된다. 이 구조체들은 정해진 위치
(Offset)에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구조체의 형태와
포함되는 데이터의 의미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2] 당당한 princess 랜섬웨어
물론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암호화된 파일의 확장자와 함
께 아래에서 설명할 여러 정보를 취합해 악성코드
를 분류한다.
Algorithm

이는 악성코드 제작 그룹을 유추하는데에도 큰 도
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번 호 상세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Erebus 랜섬웨어를 보도록 하자. Erebus 랜섬웨어
는 GINFO, GCONF 등의 다양한 구조체를 사용한
다. 그러나 구조체 필드의 형태는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Offset 기반으로 직접 분석을 수행하여 구
조체의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악성코드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은밀히 활동하
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악성코드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 기본적인
덕목을 위해 악성코드는 자신이 사용할 문자열,
API, 코드, 패킷 등에 대해 암호화 또는 인코딩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 또한 공격자를
추적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악성코드를 분석하
다 보면 국내를 타깃으로 삼는 모 그룹으로 유추
되는 흔적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악성코드에는
어김없이 RC4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만으로 특정 그룹이라고 단정 짓긴 어려우며
분석된 다른 부분들과 합쳐 공격 배후를 예측한다.
(배후는 보통 처음 예상한 그 그룹이 맞다.)
RC4와 같이 알려진 알고리즘 외에 사용자가 직접
구현한 인코딩 방식이라면 분석은 더 까다롭지만,

[그림 4] GINFO 구조체 데이터 구성
Erebus는 시스템 정보를 탈취해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GINFO 구조체를 사용한다. 분석가는 분
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시스템 정보
를 탈취하는 위치를 찾아 탈취한 데이터가 구조체
의 어느 위치에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
로 구조체 형태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야 한다.

개발자의 개성이 들어간 독창적 코드라는 점과 높
은 재사용 가능성 등으로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더
확실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림 3] 악성코드에 구현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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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탈취하는 데이
터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데, 단순히 flag
역할을 수행하는 0 또는 1의 데이터가 존재하거
나, 사용하지 않는 필드가 있는 경우 더더욱 분석
이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조체는 재
사용 가능성이 높고 공격자의 개발 스타일이 반영
된다는 점에서 공격 그룹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된다.
위에서 언급된 케이스는 수많은 아티팩트들 중에
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일부분만을 소개한 것
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아티팩트들이
존재한다. 이런 아티팩트들을 분석가는 분석하고
분류하여 악성코드의 이름을 명명하고 그룹화한다.
물론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악성
코드의 특징을 사용해 혼란을 주거나 특정 데이터
를 바꿔버리거나 숨겨버릴 수 있으므로 모든 아티
팩트들이 정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
기에 같은 악성코드를 분석하더라도 백신 업체별
로 다른 진단명을 사용하거나 전혀 다른 공격 그
룹을 배후로 지목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 (참고
자료 : 하우리 보안 매거진 2017년 3월호 "메타몽
과 악성코드 GO", jk ) 그들의 분석이 모두 ‘옳다’,
‘틀렸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
러한 다양한 의견이 모여 악성코드의 피해의 최소
화라는 공통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혹은 우리는 매일 기대한다. 우리가 찾은
artifact(증거)가 art effect (예술적 결과)가 되기
를...
※ 아티팩트(Artifact)의 본 의미는 침해사고 시스
템에서 획득 가능한 실행 흔적으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 그러나 악성코드에 존재하는 그룹의 흔적,
스타일 등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명확한 단어가 존
재하지 않아 아티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
로 원래의 의미와 혼동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작성자 : kino
32

Security Magazine

보안 컬럼

04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리눅스 랜섬웨어 Ere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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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랜섬웨어 Erebus
2017년 6월 10일, 호스팅 업체 나야나의 리눅스 서버 153대가 랜섬웨어 Erebus에 감염된 흔적이 발견
되었다. 이 서버들에는 유명 정치인의 홈페이지, 학회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외에도 일반 회
사, 쇼핑몰 등이 포함되어 금전과 직결되는 손해를 끼쳤으며 이 사태로 나야나는 매각 수준까지 진행될
뻔했다. 호스팅 업체 나야나는 다행히도, 혹은 불행하게도 해커와 13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협상하여 현
재는 암호화된 파일들의 복구가 진행 중에 있다. 금번 상세 분석에서는 최악의 랜섬웨어 사고로 기록될
Erebus 랜섬웨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초기화 과정
1. GCONF, GINFO 구조체 설정
Erebus는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전 자신이 사용할 데이터를 GCONF와 GINFO 구조체로 파싱한다.
GCONF :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및 설정, URL 등 (G_CONFIG_BASE64의 JSON 데이터)
GINFO : 탈취되는 시스템의 정보 및 RSA Key Pair 등

[그림 1] G_CONFIG_BASE64의 JSON 데이터 파싱

[그림 2] G_CONFIG_BAS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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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CONF 구조체

[그림 4] GINFO 구조체
2. SALT 값 생성
Erebus는 특정 데이터를 MD5로 연산할 때 SALT 값과 문자열을 합쳐 MD5 값을 생성한다. SALT 값은 악
성코드가 가진 Public Key의 MD5 값과 특정 데이터를 XOR 연산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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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악성코드 내부의 SALT 값 생성 루틴

[그림 6] SALT 값 생성 로직

[그림 7] MD5 연산 시 사용되는 SALT 값 및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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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행위
1. 파일 생성
Erebus는 GCONF->work_path (/var/tmp 디렉토리)에 hash이름을 가진 여섯개의 숨김 파일을 생성한다.
파일들은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Mutex, 암/복호화 키를 가지는 설정 파일, 탈취한 시스템 정보 등
을 가지며 각각 역할에 따라 pid, conf, res 확장자를 가진다.
데이터

값

설명

$PATH

/var/tmp

파일이 생성 될 디렉토리

$HASH

MD5(SALT + DATA)

SALT와 식별 가능한 문자를 기반으로 생성된 MD5 해쉬

$EXTENSION

pid, res, conf

파일 역할에 따른 확장자
[표 1] 파일명 생성 규칙 및 경로

HASH 데이터

생성파일

역할

run.work

.0EA645079C79540C3C600ED4ACA709FB.pid

중복실행 방지를 위한
Mutex

WORK_ALREADY_RUN_FILE

.68f2714d12db6a4f4272d2df34b2552c.conf

기 감염 여부 확인

work_conf

.7A7BFAF61283057919FB2D9C8C89B322.conf

암호화 키 정보

/.resource

.E9E22C210BF6D700654B6BCE2942BEEF.res

암호화 대상 디렉토리

workrun.main

.33e399e84ee3f519d3599c3f1722bc9d.pid

main함수 실행시 생성

run.main

.fe094e9eb8e2d2a21f9ca61f3b054f8c.pid

기 감염 여부 확인

[표 2] 생성된 파일 및 역할

[그림 8] 파일명 생성 로직

[그림 9] 생성된 HASH 기반 경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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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생성한 파일을 확인하여 MUTEX 기능 수행
정보 탈취 및 네트워크 행위
1. RSA Key pair 생성
초기 설정 과정을 마친 Erebus는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고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읽어오거나
(/var/tmp/.7A7BFAF61283057919FB2D9C8C89B322.conf ) 생성한다. 로드/생성되는 데이터는 JSON 형태이
며 mid (Machine ID), RSA Key pair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로드, 생성된 데이터는 구조체 INSTANCE에 저장
된다.

[그림 11] Key pair 파일 존재여부 확인 및 생성 루틴

[그림 12] 기존 파일을 통한 키 로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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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SA 키 생성 루틴

[그림 14] INSTANCE 구조체
2. 정보 탈취
RSA Key pair 생성이 완료되면 생성된 키 데이터와 탈취한 시스템 데이터를 JSON 형태로 구성한다. 구
성된 데이터는 BASE64로 인코딩한 후 GCONF 구조체에 존재하는 C&C 주소로 전송한다. GCONF 구조
체에 존재하는 C&C 주소는 C 클래스 대역이며 이 대역 모두에 연결을 수행한다.
필드명

필드 데이터

m

Machine ID

krp, krpr, ka

생성된 Key Pair Data

isp

악성코드 실행 위치 (information Start Path)

ios

OS 정보 (Information Operating System)

iosv

OS 커널 버전 (Information Operating System Version)

iosa

OS 아키텍쳐 (Information Operating System Artecture)

it

GMT 기반 + 시간 (Information Timezone)

il

OS 언어 (Information Language)

in

네트워크 어댑터, IP, MAC 주소 등 (Information Network)
[표 3] JSON 필드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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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JSON 형태의 시스템 정보 탈취

[그림 16] 탈취한 데이터의 인코딩

[그림 17] 탈취된 데이터의 JSON 형태

[그림 18] 탈취된 데이터의 BASE64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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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hreadpool을 구성해 데이터 전송

[그림 20] 탈취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파일 암호화
1. 암호화 전 설정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후 암호화 과정을 거친다. Erebus는 실제 암호화를 수행하기 전 파일
내에 존재하는 설정을 읽어들여 암호화를 준비한다. 읽어오는 데이터는 GCONF에 존재하는 fsc 필드로
최대 사이즈, 포함/제외 디렉토리 및 파일, 타겟 파일 등의 정보를 가진다. (관련 정보는 부록 참조)

[그림 20] 탈취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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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필드 데이터

max_size_mb

암호화 최대 크기

exclude_dir

제외 디렉토리

exclude_file

제외 파일

include_dir

포함 디렉토리

include_file

포함 파일

ext

타겟 파일의 확장자
[표 4] GCONF->fsc의 JSON 데이터

2. 암호화 대상 디렉토리 구성
초기 설정값에 따라 디스크에 존재하는 디렉토리 목록을 탈취해 /var/tmp 내의 res 파일에 기록한다. 기
록되는 데이터는 암호화 여부를 확인하는 플래그 값 (0 또는 1)과 함께 암호화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
리스트가 기록된다.

[그림 21] 대상 디렉토리 목록 탈취

[그림 22] 플래그값 및 경로 저장

[그림 23] res 파일에 저장된 플래그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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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암호화
암호화 대상 디렉토리 리스트가 모두 기록되면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해 암호화를 시작한다.
암호화 시작의 첫 단계는 타깃 디렉토리의 파일들을 읽어들여와 암호화된 파일명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림 24] 타겟 파일명을 [random].encrypt로 변경
파일을 생성하면 암호화에 사용될 랜덤한 키를 생성한다. 생성되는 키는 AES(32 Byte), RC4(256 Byte)이다.
두 키는 파일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며 mbedtls_ctr_drbg_random 함수를 통해 랜덤하게 생성된다.

[그림 25] AES, RC4 키 생성
원본 파일의 앞부분에 붙여질 헤더를 구성한다. 헤더에 저장되는 정보는 암호화된 RC4/AES 키, 원본 파
일명, 시그니처 코드, 복호화 설명문 등으로 구성되며 총 0x838의 크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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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RSA-2048, AES-256을 통한 헤더 정보 암호화 수행

[그림 27] 암호화된 헤더 기록

[그림 28] RC4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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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암호화된 데이터 구조
4. 파일 암호화 완료
암호화가 완료되면 디렉토리 내에 랜섬 노트 파일을 생성한 후 res 파일에 암호화가 완료되었음을 알리
기 위하여 플래그 값을 1로 변경한다.

[그림 30] 플래그 변경

45

Security Magazine

월간 악성코드 상세분석

[그림 31] 암호화된 데이터

[그림 32] 랜섬 노트
※ 부록

[그림 33] 타겟 확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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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www
[표 5] 암호화 대상 디렉토리
/bin

/boot

/dev

/etc

/lib

/lib64

/proc

/run

/sbin

/srv

/sys

/tmp

/usr

/var

.gem

.bundle

.nvm

.npm

[표 6] 암호화 제외 대상 디렉토리
ibdata0

ibdata1

ibdata2

ibdata3

ibdata4

ibdata5

ibdata6

ibdata7

ibdata8

ibdata9

ib_logfile0

ib_logfile1

ib_logfile2

ib_logfile3

ib_logfile4

ib_logfile5

ib_logfile6

ib_logfile7

ib_logfile8

ib_logfile9

[표 7] 암호화 대상 파일
나야나 랜섬웨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타깃형 랜섬웨어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복호화 금액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로 기억될 사건이다. 게다가 사건의 마무리는 비트코인 지급을 통한 복호화이므로 기업
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악성코드 공격의 패러다임으로 흐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졌다. (나야나 대
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존중한다.) 기업과 보안 담당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사의 보안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 :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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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크라이 랜섬웨어, PC를 넘어 모바일에서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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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크라이 랜섬웨어, PC를 넘어모
바일에서도 등장!
지난 5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워너크
라이(WannaCry)

랜섬웨어가

모바일버전으로도

등장하였다. PC용 워너크라이만큼 큰 이슈가 되
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바일도 랜섬웨어로부터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모바
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림 3] PC 워너크라이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림 1]은 모바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아이콘
이다.

워너크라이에 감염되면 SD카드 내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파일 확장자가 변경된다.

[그림 1] 모바일 워너크라이 아이콘
[그림 4] 파일 암호화 전

[그림 2]는 모바일 워너크라이를 실행한 화면으
로 [그림 3]과 같이 PC용 워너크라이와 감염화
면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파일 암호화 후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PC 워너크라이와
다르게 Alipay, Wechat, QQ 등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을 통해 위안화 20RMB(한화 약 3300원)을
요구한다.

[그림 2] 모바일 워너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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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새로운 아이콘 2
이 후에는 복호화 키를 생성하기 위해 랜덤 함
수를 호출하여 난수를 생성한다.
생성된 난수를 연산하여 복호화 키를 생성한 뒤
[그림 6] 결제 선택 화면1

m 객체에 저장한다.
복호화 키는 난수로 생성되므로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키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대한 설명
을 위해 필자가 분석 당시 생성되었던 난수
(82783081)를 예제로 사용했다.
- xh = 난수 * 1000000 + 10000000
- m = (xh+ 850) * 8 - 199

[그림 11] 복호화 키 생성 1

[그림 12] 복호화 키 생성 2

[그림 7] 결제 선택 화면 2
앱을 종료시키면 워너크라이 아이콘이 새로운
아이콘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아이콘의 이름은
‘Lycorisradiata’이고 새로운 UI를 생성한다.

[그림 8] 아이콘 이름 변경 및 UI 생성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기존의 아이콘을 숨
기고 새로운 아이콘을 보여준다.

[그림 13]부터 [그림 19]까지는 현재 분석 시점
에서 생성된 복호화 키 값이다.
[그림

13]은

m

객체에

저장된

복호화

키

(82783081) 값을 나타낸다.

[그림 13] m 객체에 저장된 복호화 키
모바일 워너크라이는 파일들을 암호화한 뒤 확
장자를 변경하는데 변경될 확장자명은 암호화되
어 있다.

[그림 14]와 같이 암호화되어 있는 문

자열을 BASE64로 디코딩한 후 XOR 연산을 거
[그림 9] 새로운 아이콘 1

치면 [그림 15]와 같이 문자열이 복호화된다.

[그림 14] 암호화 되어 있는 확장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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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확장자를 이용하여 복호화 키 찾기 3
SD카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을 AES로 암
호화한다.
- 암호화 제외 파일 : 파일 이름이 '.' 으로 시작
하거나 파일 사이즈가 10KB 미만, 50MB이상인
파일

[그림 15] 문자열 복호화 코드

[그림 20] SD 카드 내에 모든 파일 암호화 1
[그림 16] 복호화된 확장자명
[그림 16]에서 복호화된 확장자명 뒤에 xh 객체
의 값을 추가로 더한다. xh 객체 값은 [그림 11]
에서 랜덤으로 생성된 난수이다.

[그림 21] SD 카드 내에 모든 파일 암호화 2

[그림 17] 확장자를 이용하여 복호화 키 찾기 1
이 후 파일의 확장자는 ‘勿???件解密加QQ(숫

AES 암호화 또는 복호화한다.
- 복호화 키 : 난수로 생성된 키
- IV : QQqun 571012706

자)bahk(난수)’ 형태로 변경된다. 복호화된 확장
자명에 랜덤으로 생성된 난수가 존재하므로 암
호화된 파일의 원래 확장자를 찾으면 난수 값을
알 수 있다. 현재 암호화 되어 있는 파일의 확장
자명

중에서

‘bahk’

뒷부분의

값이

[그림 22] AES 암호화 1

난수

(10347060)이다. (참고 : 필자가 분석하는 시점에
확인한 난수 값이다.)
[그림 23] AES 암호화 2
이번에 발견된 모바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아니지만
국내 사용자들도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림 18] 확장자를 이용하여 복호화 키 찾기 2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백신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난수 10347060을 이용하여 추가 연산을 하
면 복호화 키인 82783081을 찾을 수 있다.
(10347060 + 850) * 8 – 199 = 8278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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