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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침투 연구회 운영진 박수곤님께 해당 바이너리를 포함해 3개를 받았습니
다.
오늘은 그 3개 중에 이미지도용건.egg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모의 침투 연구회 운영진 박수곤님께 감사인
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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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이메일을 하나 첨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마케팅회사 직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위해 여러 사진을 입수하였는데 그 사진 중에 허가
없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노발대발 하고 있는 크래커입니다.

요즘, 이렇게 피해자의 직업을 파악하고, 그 직업에 맞게 파일명을 바꾸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또
는 사회적 공학 기법(Social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본 기사로는 입사 지원서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피해를 입
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이슈는 도용 된 사진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모레노 채굴기를
삽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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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전에 보여준 시나리오에서 압축을 해제하게 되면 4개의 파일이 존재합니
다.

1.이미지(원본)1_171221.jpg, 2.이미지(사용본)2_171221.jpg, 3.두그림비교내용
_171221.doc, 마지막으로 hammer.exe입니다. 

지금 캡쳐화면을 참고하면 바로가기 파일입니다. 바로가기의 확장자는 ink이
고, 바로가기는 “인자 값＂을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고 화가 잔뜩 나서 피해자는 바로가기는 확장자를 못 봤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jpg2개 docx1개 니까 사진 2개에다가 그 사진 두 개 워드파일에 붙여 놓았나
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캡쳐화면에는 파일이 4개인데? 라고 ….
대부분의 일반인 PC에는 숨김 파일 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파일은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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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파일인데 왜 위험해? 라고 그렇다면 저는 위험한 이유를 말해주
는 것이 도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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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 cmd라는 문자열이 툭 튀어나와있습니다. 분명 내 파일명은 그것이 아닌데 ? 

여기서 우리는 크래커가 이 바로가기 파일을 이용해 악의적 성질인 띤 파일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CMD는 명령프롬프트로써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명령어로써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조건은 “관리자＂권한이라는 것도 명시 되어야 합
니다)

아무튼 CMD.exe 뒤에 /c 라는 것은 ＂인자 값“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c는 String으로 지정한 명령을 실행 한 다음 “중지” 한다는 명령입니다. 

/c 뒤에 hammer.exe가 있는 것으로 보아 hammer.exe를 실행한다는 뜻이 되
겠죠?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 hammer.exe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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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hammer.exe의 파일 크기는 1.13MB 이고 해쉬 값은 SHA-1 
343D5AAB0C05029893764080FCD58F278849885D 입니다. 
해쉬 값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
니다. 하지만, 이 신분증이 매일 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실제 신분증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정보 보안 쪽으로는 이러한 해쉬 값 검사를 ‘무결성의 위배 유무＇라고 표현
합니다. 
그렇다면 무결성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분야에서 완전한 수명주기를 거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
지하고 보증하는 것[위키백과]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보면, 관광지에 낙서를 할 수 있는 벽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벽에 c0nstant라고 적어두고 이 글은 제가 적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c0nstant 뒤에 c0nstantㅋㅋㅋㅋ이라고 적었다면, 이 글을
제가 “전부“ 적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단 한글자라도 다르게 되면, 기존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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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가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 분들은 변조된 파일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행위가
‘해 쉬 값 검 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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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은 EXE 기반 프로그램이지만, .NET 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어서
OllyDBG라는 도구라는 분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분석가의 분석의 지연을
위해 protector인 Confuser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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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분석한 video_xxx_mp4.exe 와 달리 알약에서 초기 탐지를 해주었습니
다 ^^ 

탐지명은 Trojan.Injector.xxxxxx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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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특성 상 OllyDbg라는 디스어셈블리 도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IDA 
Pro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함수 네임이 모두 다 ? ? ? ? ? ?  제 마음도 ? ? ? ? ? ?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프로그램의 컴파일 환경과 프로텍터를 보았기 때문에 해당 프로텍
터를 구글링 하여 겨우 겨우 설치하였습니다. 난독화 프로그램을 오늘 처음 경
험 해보아서 당황하였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UnProtector 프로그램 설치에 성
공을 하였습니다. (여담) 
저는 딱딱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에 막 입문한 학생이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는 분과 동화되고 싶어서 이런 컨셉으로 글을 적을 겁니다. 

훗날 분석하실 분들을 위해 링크를 적어드리겠습니다.
https://www.blackhatsem.com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글쓴분은 댓글을 좋아하
시나 봅니다. 반드시 댓글이 기입되어야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 할 수 있는
github 경로가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호화 프로그램을 실행 시켰는데 C# 프로그램의 경험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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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저는 DLL과 연결 된 네임스페이스에서 에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지
내는 C# 개발자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해당 복호화 프로그램은 여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매개변수 2개를 이용합니
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프로그램 절대경로 두 번째는 –s 또는 –d 입니다. 해당
영어는 static , dynamic 입니다. 

복호화를 하게 되면 이런 예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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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패킹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감에 다시 IDA Pro를 켰지만, 함수는 그
대로 ????? 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에 아직 미흡한 학생인 것이 드러난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아팠습니다. ㅠ.ㅠ

그렇다고 저에게 무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무기는 “동적 분석“ 이
있었습니다.
동적분석이란 크래커의 본심을 아주 직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툴은 Process Explorer라고 합니다. 풀이해보면 프로세스를 탐
험하는 자가 되겠네요. 사용자는 프로세스라는 각각의 나라를 탐험하는 탐험
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더블클릭 과 같은 특정한 이벤트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
무것도 아닌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이벤트가 부여되면 활발하게 활
동을 시작하는데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표현하고, 
쉬운 말로는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이라 일컫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서비스 영역으로 로딩 된 프로세스들은
services.msc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며, 시작 프로그램과 실행중인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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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onfig에 있는 내용입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 프로그램을 정상종료 하거나 강제로 종료할 때 이 프
로그램은 현재 ~~~에 의해 실행되고 있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와 비슷한
문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문구는 해당 프로세스가 어떠한 자원에 의해 핸들링 되고 있어서 그런 것
입니다..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ing 현재 진행중인 상태
무엇인가가 진행 중 이라면 강제로 끌 수 없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듯합
니다. 

해당 도구는 서비스 단과 유저 프로그램 단의 프로세스들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어서 분석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종종 크래커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살펴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ocess Explorer를 킨 그 순간을 탐지하여 그 순간 만큼은 악성코
드를 잠시 멈추었다가 해당 도구가 꺼짐을 확인하면 다시 스멀스멀 활동을 시
작하기도 합니다.

너무 잡담이 많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중복 사용하여 빨간색 네모로 쳐진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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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위에 보이는 네모박스의 2개의 프로그램 (이제는 프로세스)은 가족입니
다.

가족 구성도를 보면 위에는 부모님 아래는 자식인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부모님은 hammer.exe가 되는 것이고 자식은 notepad.exe가 되는 것입니
다.

저는 처음에 notepad.exe를 왜 로드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메모하려고 하나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분석을 이어가자면 두 번째 네모박스는 hammer.exe에 “의해서“ 생성되는 프
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복제본 인 것 같긴 한데 해쉬가 달랐습니
다.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 또 분석의 미흡함이 드러나게 되네요 ㅠ.ㅠ

괜히 이런 분석 글을 써서 다른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보안 공부하는 사람은 키보드를 잡았으면 마지막 exit까지 달려
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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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로는 유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곧 저희는 저 경로를 탐사하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모박스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지스트리는 운영체제의 설정과 선택항목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위키 백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의 트렌드는 HKEY_LOCAL_MACHINE이 아닌
HKEY_KEY_CURRENT_USER 인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몇 개의 악성코드를 분
석 한 것과 악성코드 처음 분석 할 때를 대조해보면 처음 분석 할 때는
HKEY_LOCAL_MACHINE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중요시 보아야 하는 것은 run이라는 경로입니다. 
Run은 한국어로 달린다. 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달리려면, 어디서부터 뛰어야 할까요?
“시작 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Run은 윈도우가 처음에 짜잔하고 실행되
는 효과음이 날 때 실행 시킬 프로그램들을 데이터로 나열해 줍니다. 

그렇다면 hammer.exe는 재 부팅 해도 조용히 도둑놈 처럼 저의 pc에 머물고
있겠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몰아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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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가만히 있는데 자식은 부랴부랴 바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107.xxx.xx.xxx:3333 과 의사소통(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굴을 주문 하는 C2서버(C&C)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측의 ESTABLISHED가 되려면 3 WAY HandShacking을 완료 해야 합니다.

Notepad.exe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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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이라고 생각되었던 바이너리는 메모장이 아니라 사실 상 XMRig.exe 였
습니다.

여기에서 크래커의 모레노 지갑 주소를 발견하였고 서버와 포트도 발견하였
습니다.

더불어 해당 명령어를 풀이해보기 위해 구글링을 진행하였었는데

-o 옵션은 Failover 1번 채굴 서버가 죽었을 때 다음 채굴 서버로 채굴을 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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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언급한 레지스트리 입니다. mymonero가 있는 것으로 보아 크래커는
피해자가 C드라이브에 자신의 악성파일을 놓아둘 지, F드라이브에 자신의 악
성파일을 놓아둘 지 모르기 때문에 copy와 관련 된 API함수를 이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슈도코드(Pseudo code)를 작성해보면
Copy(destination, source) == Copy(mymorero.exe, hammer.exe) 가 되는 것
이죠.

추가적으로 레지스트리에는 CreateRegistry와 관련 된 API함수를 이용하여
저기 보이는 이름과 종류 마지막으로 데이터까지 하드코딩 해두겠죠 (혹은 배
열로 미리 할당해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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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크래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정적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제가 하는 방식은 정적 -> 동적인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독심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프로그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
니다. 
그 기능은 바로 ＇정적분석 ‘ 입니다. 
정적분석,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입장에
서 프로그램들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물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정적분석은 크게 3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행 합니다.
1. 해당 파일의 구조
2. 해당 파일의 역할
3. 해당 파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걱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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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ata Stamp는 해당 프로그램이 빌드 된 시각, 즉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
오는 시간입니다. 

우측의 시간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시간과 수정한 날짜 액세스
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수정한 날짜는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제가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패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Time Data Stamp와 동일합니다. 액세스
한 날짜는 만든 날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HxD나 WinHex 등과 같
은 바이너리를 패치 할 수 있는 곳에서 특정 오프셋에 접근하면 수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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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은 GUI 환경임을 알 수 있었고 DYNAMIC_BASE는 움직이는 주
소라고 하여 윈도우에서 ASLR(Adress SpaceLayout Randomization)이라 표현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때 ASLR을 해제하고 싶다면 프로젝트의 속성에
들어가서 고정주소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NX_COMPAT입니다. 이 이미지는 데이터 실행 방지 (DEP)와 호환됩
니다.

SEH라는 예외 처리 핸들러가 해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데이터 인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해당 바이너리가 외부
와 통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6



모든 프로그램은 0과 1이라는 2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16진수로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HxD라는 도구는 그 파일 자체의 모
든 정보를 16진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어떤 주
소에 들어갈 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Offset이라고 표현합니다.

Offset 00 ~ 04 정도 까지는 이 파일이 뭐다!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키워
드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Offset 00 ~ 01에 4D 5A 라
는 키워드가 숨어있습니다. MZ라 쓰고 실행파일 이라 읽습니다. 

Windows의 실행파일은 크게 exe, dll, ocx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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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적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실 분을 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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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offset에는 눈에 띄는 문자열이 3개가 존재합니다. .text, .rsrc, .reloc이 있
습니다. 
이러한 문자열은 ‘섹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섹션은 PE 구조의 일부로 각 역할에 맞는 data를 정리하여 분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사물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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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코드 분석입니다.  코드 분석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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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C언어 개발자 분께 디어셈블러 도구를 선물 받아 opcode를 만들어보았
습니다. 
이전 그림은 이런 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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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바이트를 읽어와서 중요한 기능이라 판단하
여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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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속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측과 좌측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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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 되는 파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속 내를 알기에는 어떤 파일이 있는지 살펴 보는게 우선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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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onero.exe 또한 ConfuserEx를 Protector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Hammer.exe와 mymonero.exe는 해쉬만 다르고 같은 프로
그램이라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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