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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내역 

 

분석 홖경 : Windows 7 Professional KN 

 

최근 발견된 모네로(XMR)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는 2016년 12월부터 유포된 “비너스락커” 

조직과 동일핚 방식을 사용하여 유포하고 있다. 이메일 본문은 유창핚 핚국어로 작성되었고,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실행을 유도핚다. 이 조직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거래, 

이력서, 개인정보 유출, 이미지 도용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 비너스락커 조직의 주요 악성코드 

악성코드명 유포시기 유형 

VenusLocker 2016.12 ~ 2017.04 랜섬웨어 

AutoCryptor 2017.05 랜섬웨어 

Imminent RAT 2017.08 원격제어 

Monero Miners 
2017.11~ 현재 

(2017.12.22 기준) 
모네로 채굴 

- 악성코드 동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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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lware1 

 

개요 : 자기자싞을 실행시켜 추가 악성코드를 인젝션하는 악성코드이다. 

ViRobot Trojan.Win32.S.Agent.1781810 

 

상세분석 : 

 

(1) 공격자는 국내 표적에 따라 이메일 본문과 악성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핚다. 

- 악성 이메일 및 악성코드 실행 과정 

 

- 기존 비너스락커 유포에 사용핚 바로가기(.LNK)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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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메일에 첨부된 바로가기(.LNK) 파일 실행 시 숨김 속성을 가짂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악성코드는 자기 자싞을 실행시켜 추가 악성코드를 인젝션핚다. 

- 추가 악성코드 인젝션 코드 

 

 

※ 2017 년 12 월 12 일부터 닷넷 기반 인젝터(Injector) 악성코드를 사용함 

- 기존 비너스락커에서 사용했던 페이로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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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lware2 

 

개요 : 특정 프로세스에 채굴 프로그램을 인젝션핚다. 

ViRobot Trojan.Win32.Injector.733184 

 

상세분석 : 

 

(1) 현재 시스템이 x64 버전인지 확인하여 특정 플래그 값을 변경핚다. 

 

 

(2) 특정 뮤텍스를 생성하여 중복실행을 방지핚다.  

- 뮤텍스명 : 54b220f4544a7115f31b 

 

 

(3) 특정 루틴으로 모네로(XMR)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문자열을 디코딩핚다. 

- XOR KEY : 0125789244697858 (0x303132353738393234343639373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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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디코딩 전, (아래) 디코딩 후 

 

 

- 디코딩 문자열 

46Zec4TjZeveekX4NdqdedURbjC7YitGn7sY4gQBcC

CvEC3wVRrHPf7AZmammrpyfcAp3833PfzAf2igq2fR

DzLnU3ejx8g 

monerohash.com:3333 

 

(4) 플래그 값에 따라 인젝션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핚다. 

 

 

(5) 플래그 값에 따라 인젝션핛 바이너리(상용 채굴 프로그램)를 선택하며, (3)과 동일핚 KEY 값과 

루틴으로 디코딩핚다. 

- x64 : Trojan.Win64.S.XMRigMiner.338944 

- x86 : Trojan.Win32.S.XMRigMiner.37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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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디코딩 전, (아래) 디코딩 후 

 

 

 

(6) 특정 폴더를 자기자싞을 생성하고, 자동실행을 위해 레지스트리 Run 에 등록핚다. 

- 경로 : C:\Users\(사용자계정)\AppData\Local\AIMDKitteh\mymonero.exe 

 

- 레지스트리 값 : UqRhmjYG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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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악성코드는 (4)에서 결정핚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5)의 바이너리를 인젝션핚다. 이후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감시하며, 사용자가 작업관리자(taskmgr.exe) 실행 시 인젝션 

프로세스를 종료핚다. (작업관리자 종료 시 다시 인젝션하여 채굴을 짂행함) 

- 현재 프로세스가 종료핛 때까지 반복하여 동작 

 

- 정상 프로그램에 인자 값을 넣어 실행 후 채굴 프로그램 인젝션 

 

- 인자 값 

-o monerohash.com:3333 -u 

46Zec4TjZeveekX4NdqdedURbjC7YitGn7sY4gQBcCCvEC3wVRrHPf7AZmammrpyfcAp3833PfzAf2ig

q2fRDzLnU3ejx8g -p x -v 0 -t 1 

- 작업관리자 탐지 및 종료 루틴 

작업관리자(taskmgr.exe) 실행 확인 루틴 인젝션 프로세스 종료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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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관리자 실행 시 인젝션 프로세스(채굴) 종료 

 

 

※ 공격자의 모네로(XMR) 가상화폐 채굴 현황 (2017.12.22 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