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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C(AhnLab Security emergency response Center)은 악성코드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보안 조직입니다. 이 리포트는 주식회사 안랩의 ASeC에서 작성하며, 매월 발생한 주요 보안 위협과 이슈에 대응하는 최신 보안 기술에 대한 요약 정
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랩닷컴(www.ahnlab.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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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계 Statistics

악성코드 통계
01

ASeC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4월 한달 간 탐지된 악성코드 수는 271만 7,050건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월 435만 2,551건에 비해 163만 5,501건 감소한 수치다. 한편 4월에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 수는 288

만 4,767건이다. 

[그림 1-1]에서 ‘탐지 건수’란 고객이 사용 중인 V3 등 안랩의 제품이 탐지한 악성코드의 수를 의미하며, ‘샘플 
수집 수’는 안랩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전체 악성코드 샘플 수를 의미한다.

[그림 1-1] 악성코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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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2014년 4월 한달 간 유포된 악성코드를 주요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이다. 불필요한 프로그
램인 pUp(potentially Unwanted program)가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트로이목마
(trojan)가 34.3%, 광고 목적의 프로그램인 애드웨어(Adware)가 8.4%의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1]은 4월 한 달간 가장 빈번하게 탐지된 악성코드 10건을 진단명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trojan/Win32.Agent가 총 19만 5 ,487건으로 가장 많이 탐지되었고, trojan/Win32. 

onlineGameHack이 13만 1,9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2] 주요 악성코드 유형

1 Trojan/Win32.Agent 195,487

2 Trojan/Win32.OnlineGameHack 131,902

3 ASD.Prevention 104,979

4 Backdoor/Win32.Hupigon 80,892

5 Trojan/Win32.Starter 74,077

6 PUP/Win32.IntClient 54,227

7 PUP/Win32.Helper 35,951

8 Trojan/Win32.Gen 35,046

9 Trojan/Win32.Urelas 34,514

10 Trojan/Win32.Depok 33,981

순위 악성코드 진단명 탐지 건수

[표 1-1] 악성코드 탐지 최다 10건 (진단명 기준)

etc
Adware

trojan
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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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계 Statistics

웹 통계
02

2014년 4월에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도메인은 3,186개, URL은 1만 9,644개로 집계됐다. 또한 4월의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수는 총 456만 7,453건이다.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수는 pC 등 시스템
이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 수이다.  

[그림 1-3] 악성코드 유포 도메인/URL 탐지 및 차단 건수

악성 도메인/URL 차단 건수

악성코드 유포 URL 수

악성코드 유포 도메인 수

10,000

20,000

30,000

600,000

400,000

50,000

1,000,000

40,000

800,000

500,000

0
4월

38,547

19,644

3,136 3,186

3월

38,735

2,555

2월

7,497,960

9,990,451

4,567,453



ASEC REPORT 52   |   Security Trend 7

보안 통계 Statistics

모바일 통계
03

2014년 4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8만 461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모바일 악성코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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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droid-Trojan/FakeInst 17,417

2 Android-PUP/Dowgin 15,167

3 Android-Trojan/Opfake 7,174

4 Android-Trojan/Mseg 4,055

5 Android-PUP/Leadbolt 2,990

6 Android-Trojan/SMSAgent 2,987

7 Android-PUP/SmsReg 2,739

8 Android-PUP/Wapsx 2,111

9 Android-PUP/Airpush 1,612

10 Android-Trojan/Fujacks 1,348

순위 악성코드 진단명 탐지 건수

[표 1-2] 유형별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상위 10건

[표 1-2]는 4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 유형 중 상위 10건을 정리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프
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악성 앱(Android-trojan/FakeInst)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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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Security Issue

제휴 프로그램으로 설치되는 악성코드

01

p2p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더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업
체로부터 다운로더 프로그램 설치 중 사용자 약관 동
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설치를 요구받는다. [그림 2-1]과 같이 사용자 
필수 동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광고 
프로그램이다. 광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광
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
다.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
치되는, 다운로더 프로그램 내에 제휴 프로그램을 통
해 악성코드가 유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설치된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가 실
행되면 사용자 pC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앞으로 설명
할 악성코드는 다운로더와 함께 설치되는 제휴 프로
그램 중 “그리드” 항목을 통해 설치되고 배포된 광고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악성코드이다. 

[그림 2-2]와 같이 “mpopup.exe” 파일이 실행되
면 C&C서버를 통해 사용자 몰래 추가로 악성 코드
들을 다운로드 한다. 아래 [표 2–1]을 통해 악성 파일
이 특정 서버와 통신하여 추가로 악성 파일을 다운로
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 mpopup.exe 아이콘

process ScrIp DestIp Data

mpopup.
exe

127.0.0.1 218.**.**.91:80
Io**80.******net.co.kr/popun[1].
html

mpopup.
exe

127.0.0.1 69.***.**.83:80 d**n2.si**h.*iz/update[1].exe

mpopup.
exe

127.0.0.1 218.**.**.91:80
Io**80.******net.co.kr/log/?mode
Act=I

test.exe 127.0.0.1 69.***.**.83:80 d**n2.si**h.*iz/1.exe그림 2-1 | 다운로더 프로그램 설치 시 제휴 프로그램 설치 항목



악성코드 실행 시 C&C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pop

un[1].htm”에는 명령을 수행할 스크립트(Script) 
값과 사용자 몰래 추가로 다운로드 받을 악성코드가 등
록되어 있다.

 

“mpopup.exe” 파일을 통해 특정 IP에 접속하여 다운
로드 된 “update[1].exe” 파일은 C:\DoCUMe~1

\[사용자 계정]\LoCALS~1\temp\test.exe로 생
성 및 실행된다.
“test.exe”는 다음 4개의 파일을 특정 Ip로부터 다운
받는다.

 

[표 2-2]에서 “0.7055475.exe”는 C:\DoCUMe~

1\[사용자 계정]\LoCALS~1\temp\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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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exe 파일을 임시로 생성한다. C:\WINDoWS

\system32\WindowsHelp.exe에 복사된 후, 임
시로 생성된 파일은 스스로 삭제된다.

[그림 2-5]와 같이 “WindowsHelp.exe”는 “Wind

owsHelp” 서비스로 등록되며 시스템 시작 시 자동 
실행된다.

[표 2–3]은 “WindowsHelp”라는 서비스 항목 생
성 및 서비스 실행 경로가 악성 파일로 지정하는 레지
스트리 추가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 | popun[1].htm 

그림 2-5 | WindowsHelp 서비스 

그림 2-4 | “test.exe”가 다운받은 악성 파일과 추가 다운로드 된   
 “WindowsHelp.exe”

표 2-1 | 네트워크 모니터 정보 

test.exe 127.0.0.1 69.***.**.83:80 d**n2.si**h.*iz/2.exe

test.exe 127.0.0.1 69.***.**.83:80 d**n2.si**h.*iz/3.exe

test.exe 127.0.0.1 69.***.**.83:80 d**n2.si**h.*iz/gg.exe

wscript.
exe

127.0.0.1 122.**.**.71:80 win**lp.2**.com/h**p/gt.php?e

process operation path

test.exe CReAte
C:\DoCUMe~1\[사용자 계정]\LoCALS~1\
temp\0.7055475.exe

test.exe CReAte
C:\DoCUMe~1\[사용자 계정]\LoCALS~1\
temp\0.533424.exe

test.exe CReAte
C:\DoCUMe~1\[사용자 계정]\LoCALS~1\
temp\0.5795186.exe

test.exe CReAte
C:\DoCUMe~1\[사용자 계정]\LoCALS~1\
temp\Kill.bat

표 2-2 | 파일 프로세스 정보 



C:\WINDoWS\system32\WindowsHelp.

exe 악성 파일은 시스템 시작 시 자동 실행되어 
C:\DoCUMe~1\[사용자 계정]\LoCALS~1\

temp\finalchangedns.vbs 악성 파일을 생성한
다. 생성된 “finalchangedns.vbs” 악성 파일은 변
경된 DNS 서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DNS 서버 주소를 Google 
DNS  주소(8.8.8.8)로 변경하여 인터넷 접속 
시 Google DNS  서버를 통해 우회한다. C:\

WINDoWS\setupapi.log를 통해 DNS가 변경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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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DoCUMe~1\[사용자 계정]\LoCALS~1

\temp\0.5795186.exe 악성 파일은 \WINDoWS

\[6자리랜덤영문자].exe를 생성하며 “0.533424.

exe”와  “[6자리랜덤영문자].exe” 악성 파일은 서비
스에 등록되어 시스템이 시작될 때마다 자동으로 특
정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한다.

[표 2-5]를 통해 “0.533424.exe”와 “[6자리랜덤영
문자].exe”의 자동 실행과 서비스 등록을 위해 레지
스트리에 추가되는 키 값들을 알 수 있다. 

그림 2-6 | 변조된 DNS 서버 주소 

그림 2-7 | [6자리랜덤영문자].exe 서비스 

Key Value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
WindowsHelp

Key: 0xe1619440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
WindowsHelp\Start

0x2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
WindowsHelp\Imagepath

""C:\WINDoWS\system
32\WindowsHelp.exe""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
WindowsHelp\DisplayName

"WindowsHelp"

표 2-3 | 레지스트리 모니터 정보  표 2-4 | setupapi.log

#-199 "C:\WINDoWS\system32\netsh.exe"을(를) 
netsh interface ip set dns "로컬 영역 연결" static 
8.8.8.8  명령줄에서 실행하는 중

#-166 장치 설치 기능: DIF_pRopeRtYCHANGe.

#I292 "Root\MS_pSCHeDMp\0001" 장치의 속성을 
변경하는 중

#I306 DICS_StARt: 장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당 악성코드는 Google DNS 서버를 통해 C&C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사용자 로컬 pC의 정
보를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
한 다운로더 프로그램 설치를 자제하고 설치 시 제휴 
프로그램이나 광고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잘 살펴
야 한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
고 있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trojan/Win32.BHo (2014.0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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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Value

HKLM\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Run\Name_Me_please

"C:\DoCUMe~1\[사용
자 계정 ] \LoCALS~1\
temp\0.533424.exe"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Net 
CLR\Start

0x2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Net 
CLR\Imagepath

"C:\WINDoWS\[6자리랜
덤영문자]exe"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Net 
CLR\DisplayName

" M i c r o s o f t  . N e t 
F r a m e w o r k  C o M + 
Support"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Net 
CLR\objectName

"LocalSystem"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Net 
CLR\Description

"Microsoft .Net CoM+ 
Integration with SoAp"

표 2-5 | 레지스트리 모니터 정보  



최근 모바일 이슈는 악성코드 제작자가 금전적인 이
득을 취하기 위해 소액결제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이
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전
자지갑을 이용하는 악성 앱이 발견되었고 이는 SMS

를 통하여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사례가 아닌 
러시아의 사례지만, 이후 국내를 타깃으로 한 앱이 제
작될 수 있어 이슈를 공유한다. 

[그림 2-8]은 플래시 플레이어(Flash player)로 
위장한 악성 앱의 아이콘이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사
용자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삭제된다.

악성 앱이 동작할 때 패킷을 캡처해보면 스마트폰의 
imei 값을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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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Security Issue

전자지갑 타깃 악성 앱

02

[표 2-6]에서 확인되는 도메인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프랑스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메일 주소는 러시
아(yandex.ru)와 관련되어 있다. 코드 분석 당시 해
당 앱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와 SMS를 이용하여 동
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SMS로 수신되는 명령으
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되었다. 아래와 같이 QIWI와 
관련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을 구사할 것으로 추정된
다(*QIWI :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갑 앱).

그림 2-8 | 악성앱 아이콘

그림 2-9 | 패킷 캡처 화면(1) 그림 2-11 | 디컴파일 코드 일부

그림 2-10 | 패킷 캡처 화면(2)

표 2-6 | 도메인 관련 정보

U R L  :  h t t p : / / p * * * * * * * * * * * * . i * * * / f a r m .
php?imei=000000000000

Ip : 172.**.***.3*

e-mail : gla*************@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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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로 보면 기존의 소액결제, 뱅킹 앱 외에도 
전자지갑 또한 악성코드 제작자들에 의해 이용될 가
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각 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전자지갑과 관련된 앱이 출시되고 있다. 이는 해외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해당 앱 역
시 SMS 스팸 메시지를 통해 유포되었던 것으로 추
정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확인되지 않
은 앱(apk)을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추가로 V3 모바일과 같은 모바일 백신
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해볼 것을 권한다.

V3 모바일 제품군에서는 관련 악성 앱을 다음과 같
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V3 모바일 제품군의 진단명>
Android-trojan/FakeApp.13B48A 

(2014.04.03.00)



웹하드는 웹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만큼 악성코드의 유포 경유
지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웹
하드 관련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코드와 함
께 설치 및 유포되었다.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호
스트(hosts) 파일을 변조하여 파밍(pharming)을 
유도한다.

[그림 2-12]는 호스트 파일 변조를 통하여 정상적인 
도메인이 아닌 공격자가 유도한 사이트로 접속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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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포 경유지로 
악용되는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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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 인터넷 뱅킹 악성코드에 감염된 웹사이트 

해당 악성코드는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파일을 생성
한다.

그림 2-13 | 호스트 파일 내용

C:\WINDoWS\system32\dafguanfac\1.exe

C:\WINDoWS\system32\dafguanfac\BomulService.exe

C:\R217625wabc217625\Gsisa(5 자리 영문).dll

C:\R217625wabc217625\MUpdate.exe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계정)\Local Settings\

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Ko2UeSAo\

plus[1].php

C:\ R217625wabc217625 (1자리 영문 + 5~6자리 숫자 + 4자

리 영문 + 5~6자리 숫자)\data.mdb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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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hosts.ics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파일을 치료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시작될 때 다
음과 같이 MUpdate.exe가 자동 실행되도록 레지
스트리에 등록하기 때문에, 재부팅 시 또 다시 감염증
상이 나타난다.

MUpdate.exe는 [그림 2-15]와 같이 악성코드 감
염 시 생성된 dll이 인젝션 되어 동작하여 실질적인 
악성행위(호스트 파일 변조)를 한다.

 
[그림 2-15]에서 생성하는 파일 중 MUpdate.exe

는 정상적인 rundll32.exe를 복사하여 생성한 것

이다. [그림 2-16]과 같이 두 파일의 내용과 파일의 
크기, 수정한 날짜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정상 파일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7]에서 생성된 data.mdb 파일은 호스트 
파일을 변조한 내용과 동일하며, 임시 파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C&C로 추정되는 Ip(98.1**.***.**7:3202)에 주
기적으로 SYN을 전송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다.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

Run\CtFM0N

"c:\R217625wabc217625(1자리 영문 + 5~6자리 숫자 + 4자

리 영문 + 5~6자리 숫자)\

MUpdate.exe 

c:\R217625wabc217625 (1자리 영문 + 5~6자리 숫자 + 4

자리 영문 + 5~6자리 숫자)\Gsisa(5 자리 영문)..dll,ALStS_

executeAction"

그림 2-14 | 생성되는 과정 

그림 2-15 | 로드된 dll의 모습 그림 2-17 | data.mdb와 hosts.ics 파일 

그림 2-16 | rundll32.exe 와 생성된 MUpdate.exe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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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악성코드의 경
우 사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감염된 pC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시 접속한 사이트의 정
확한 URL을 확인하고, 평소 콘텐츠가 이상할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 정보 
및 개인정보 전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
고 있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Dropper/Agent.429464 (2014.04.27.00)

Win-trojan/Agent.84216320 (2014.04.27.00)

Win-trojan/Agent.332121 (2014.04.27.00)

그림 2-18 | SYN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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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적으로 개인 또는 업무적인 목적을 위해 
문서파일이 포함된 전자메일을 종종 공유한다. 

특히, RtF(Rich text Format)는 마이크로소프
트사가 1987년 크로스 플랫폼 문서교환을 위해 만
들어낸 문서파일 형식으로, 워드(doc) 파일과 마찬
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통
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RtF 문서파일은 
MS 워드 프로그램이 문서파일을 읽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수의 취약점을 통해 과거로부터 꾸준히 공
격에 활용되어 왔다. 

지난 3월 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MS Word 2010(RtF)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에 대한 보안 권
고문(MS Security Advisory 2953095)을 게시
하였다. 

해당 블로그에는 이미 실제 공격에 이용된 RtF 파
일에 대한 상세한 분석정보가 함께 게시되었지만, 공
격파일 자체에 대한 정보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그림 3-1]과 같이 다수의 스팸(spam) 메일에 

RtF 첨부파일이 해당 제로데이 공격 파일로 의심되
는 사례가 발견되어 관심을 모았다. 

취약한 RtF 파일은 본래 파일형식이 매우 복잡하고, 
공격파일 또한 대부분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가 아닌 전문가들도 취약점의 원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앞서 알려진 스팸 메일 속 RtF 
파일도 다수의 보안 업체로부터 해당 제로데이 취약
점 파일로 오인되면서 탐지 및 진단명이 여러 번 변경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림 3-1]의 메일 속 RtF  파일은 [그림 3-2]
와 같이 MSCoMCtL.dll 파일이 내부의 스트림
(stream)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
거 CVe-2012-0158 취약점(스택 기반의 버퍼 오
버 플로우 취약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 | RTF 첨부파일을 포함하는 스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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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이번 제로데이 RtF 취약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공격파일이다. 

해당 취약점은 과거에 이미 보고된 CVe-2012-

2539 RtF 취약점의 변형으로 알려졌다. 

이번 취약점은 과거 취약점과 마찬가지로 RtF 요소 
중 “listoverridecount” 의 값이 RtF 스펙상에서 
정상적으로 허용하는 0, 1, 9 외의 값을 가질 경우 발
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했고, 다만 그 값에서 차이를 보
인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해당 공격파
일을 진단명 ”exploit:Win32/CVe-2012-2539” 
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 공격에 이용된 RtF 파일은 운영체제 상의 보
안 매커니즘 ASLR(Address Space Layer 

Randomization)과 Dep(Data execution 

prevention)를 우회하여 취약점을 실행할 수 있도
록 제작되었다. 취약점이 성공한 후에 실행되는 쉘
코드(Shell Code)에는 다양한 디버깅 방지(Anti-

Debugging) 코드와 자체 ApI 후킹(Hooking)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코드가 추가되어 있다. 

또한, 취약점이 발생한 시스템에 설치된 Reporting

events.log 정보를 참고하여, 2014-04-08 이후
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추가적인 악성코드
(svchost.exe)를 시스템(system) 파일과 숨김
(hidden) 파일 속성으로 생성하여 실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4월 정기 보안업데이트(http://

technet.microsoft.com/ko-kr/security/

bulletin/ms14-017)를 통해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배포하였다. 해당 취약점의 위협을 해결
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우선적으로 적용
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다른 문서 파일 위협에 노출
되지 않도록 전자메일 속 첨부파일을 열 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다.

그림 3-2 | InvoiceID_... RTF 파일 내부

그림 3-4 | ReportingEvents.log 파일 내부

그림 3-3 | RTF 파일(Hombres Mercurio.doc)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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