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deo 바이너리 분석을 간단하게 마치고, 채굴기로 쓰이는 miner 바이너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어떠한 함수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바이너리는 이렇게 컴파일 되어있다.  

 

[그림  1] Exeinfo PE 

 

정적분석 

PE VIEW 

Video.exe 와 다르게 섹션이 많이 존재한다. Eh_fram, edata, CRT, tls 가 추가 되었다. 

 

[그림  2] SECTION  

해당 바이너리의 Time Stamp 이다. 채굴기는 2017/11/29 에 만들어졌다. 



 

[그림  3] 타임 스탬프 확인 

IMAGE HEADER 를 분석해보니 COFF 를 제거 하는 역할을 한다. COFF 는 Common Object File 

Format 이라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합쳐 메모리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다. 즉, 어셈블러를 거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에서 공통 

된 성질의 것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포맷이다. 디버깅 정보도 제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함수명을 숨기기 위함 인 것 같다. 

 

[그림  4] IMAGE_FILE_HEADER 

작업환경 : OllyDbg  

 

 

[그림  5] SetUnhandledExcetpionFilter  

 

IMAGE BASE  



 

[그림  6] image base 

모든 바이너리는 ENTRY POINT 에서 현재 바이너리의 절대경로를 얻어오게 된다. 

 

[그림  7] 절대경로 

절대 경로를 1 바이트씩 증가하면서 탐색한다. 

004012CE   > /83C0 01       add eax,0x1 
004012D1   > |0FB610        movzx edx,byte ptr [eax] 
004012D4   . |80FA 20       cmp dl,0x20 
004012D7   .^|7E E7         jle short miner.004012C0 
004012D9   . |89CB          mov ebx,ecx 
004012DB   . |83F3 01       xor ebx,0x1 
004012DE   . |80FA 22       cmp dl,0x22 
004012E1   . |0F44CB        cmove ecx,ebx 
004012E4   .^\EB E8         jmp short miner.004012CE 
 

[표  1] 절대 경로 탐색 



Heap 영역을 다루기 위해 malloc 함수를 이용하였다. 

0040132D   > /A3 00D04B00   mov dword ptr [0x4BD000],eax 
00401332   > |8B1D 18F04E00 mov ebx,dword ptr [0x4EF018]             ; | 
00401338   . |8D349D 040000>lea esi,dword ptr [ebx*4+0x4]            ; | 
0040133F   . |893424        mov dword ptr [esp],esi                  ; | 
00401342   . |E8 91560900   call <jmp.&msvcrt.malloc>                ; \malloc 
 

[표  2] 동적할당 진행 

  



 

탐색 한 경로의 길이를 구하고, 그대로 다른 주소에 복사를 진행한다. 경로를 복사해서 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인지 계속 디버깅을 해보았다. 

 

[그림  8] 경로 메모리에 복사 

바이너리가 run 상태로 변할 때 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더 깊숙히 접근을 시도 했다. 

004013E6   .  E8 55AE0B00   call miner.004BC240 

004BC27B  .  E8 E0C4F4FF   call miner.00408760 

0040887A   .  E8 215C0400   call miner.0044E4A0 

 

분석을 하다가 GetQueueCompletionStatusEx 함수를 만났는데 해당 함수는  

큐에서 IO 완료가 오면 이 함수가 리턴 되면서 하나를 뺴오는 것이다. 이 함수의 반대는 

PostedQueueCompletionStatusEx 함수이다. 

 

0044E4A9   .  83EC 2C       sub esp,0x2C 

이 instruction 을 지나게 되면 스택에 url 경로가 노출된다. 

 

[그림  9] 특정 url 노출 

시간 간격 측정에 사용되는 함수를 발견하였다. CPU 채굴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함수일까 하고 

상상해 본다. 해당 함수의 리턴값이 0 이라면 실행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분석 결과 리턴 값이 0 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함수는 실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만약 왜 실패 했는지 

알고 싶다면 GetLastError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 

0046E719   .  8DB426 000000>lea esi,dword ptr [esi] 
0046E720   >  8D4424 38     lea eax,dword ptr [esp+0x38]             ; | 
0046E724   .  DD5C24 10     fstp qword ptr [esp+0x10]                ; | 
0046E728   .  890424        mov dword ptr [esp],eax                  ; | 
0046E72B   .  FF15 3C274F00 call near dword ptr [<&KERNEL32.QueryPer>; 
\QueryPerformanceCounter 
 

[표  3] 성능 카운터 현재 값 검색 

 

생소한 instruction 이 나와서 구글링을 진행해보았다. Float 의 약자로 부동 소수점 실수에 관련된 

레지스터인 것을 확인하였다. 실수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처음 보는 

명령어였다. 

0046E73E   .  DF6C24 38     fild qword ptr [esp+0x38] 
0046E742   .  DC0D A8F54E00 fmul qword ptr [0x4EF5A8] 
0046E748   .  DD4424 10     fld qword ptr [esp+0x10] 
0046E74C   .  DEC9          fmulp st(1),st 
0046E74E   .  D905 545F4C00 fld dword ptr [0x4C5F54] 
0046E754   .  D9C9          fxch st(1) 
0046E756   .  DBE9          fucomi st,st(1) 
 

[표  4] 부동 소수점 실수  

특정 루프를 계속 반복한다.  

0044E935   .^\0F85 2BFCFFFF jnz miner.0044E566                       ;  반복 

0044E93B   >  891C24        mov dword ptr [esp],ebx 
0044E93E   .  E8 EDFAFFFF   call miner.0044E430 

0044E943   .^ E9 2CFCFFFF   jmp miner.0044E574                       ;  반복 

 
0044E566   > /8B4424 44     mov eax,dword ptr [esp+0x44] 
0044E56A   . |85C0          test eax,eax 
0044E56C   . |0F84 C9030000 je miner.0044E93B 
 
0044E93B   > \891C24        mov dword ptr [esp],ebx                  ;  miner.004EF3C0 
0044E93E   .  E8 EDFAFFFF   call miner.0044E430 

0044E943   .^ E9 2CFCFFFF   jmp miner.0044E574                       ;  반복 

 
0044E5D0   > \837C24 44 01  cmp dword ptr [esp+0x44],0x1             ;  ? 



0044E5D5   .  0F84 95030000 je miner.0044E970                        ;  patch? 

Je 를 jmp 로 바꾸고 

0044E97D   .^\0F85 73FCFFFF jnz miner.0044E5F6 

Jnz 를 je 로 바꾸고  

0044E98A   .^\0F85 66FCFFFF jnz miner.0044E5F6 

Jnz 를 je 로 바꾸어 버리니 종료 루틴으로 향한다.  

[표  5] 의미를 파악 못한 루프 

좀 다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strings 값을 보기로 하였다. 힌트를 얻기 위해.. 

나름 얻게 된 힌트들이다. 

 

[그림  10] 얻어온 힌트 

 

[그림  11] 얻어온 힌트 

 



 

[그림  12] 얻어온 힌트 

 

 

[그림  13] 얻어온 힌트 

Function 을 둘러보다 GetHost 함수를 발견하여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받아온 호스트 

네임을 어떻게 써먹는지 알아 보았다. 

00401D35  |> \C74424 04 7F0>mov dword ptr [esp+0x4],0x7F             ; | 
00401D3D  |.  891424        mov dword ptr [esp],edx                  ; | 
00401D40  |.  FF15 402A4F00 call near dword ptr [<&WS2_32.gethostnam>; \gethostname 
 

[표  6] GetHostname 

 

[그림  14] 호스트 이름 얻어옴 

해당 호스트의 운영체제 버전을 확인한다. 보통 랜섬웨어가 운영체제 버전을 확인했었는데.. 

채굴기를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려는 걸까? 



 

[그림  15] 운영체제 버전 확인 

로컬 컴퓨터의 어댑터와 관련된 주소를 검색하는 함수를 발견하였다. 

0046EABF   .  E8 DC180100   call <jmp.&IPHLPAPI.GetAdaptersAdd> 

여기서 반환 된 값은 6F 인데 이 값이 조건문에 만족하면 분기된다. 

0046EABF   .  E8 DC180100   call <jmp.&IPHLPAPI.GetAdaptersAddresses> 
0046EAC4   .  83EC 14       sub esp,0x14 
0046EAC7   .  85C0          test eax,eax 
0046EAC9   .  89C7          mov edi,eax 
0046EACB   .  0F84 CF000000 je miner.0046EBA0 
0046EAD1   .  892C24        mov dword ptr [esp],ebp 
0046EAD4   .  E8 B7D3FDFF   call miner.0044BE90 
0046EAD9   .  83FF 6F       cmp edi,0x6F 
0046EADC   .  0F84 9E000000 je miner.0046EB80 
 
JMP EIP 
0046EB80   > \8B4424 6C     mov eax,dword ptr [esp+0x6C]                    ; | 
0046EB84   .  890424        mov dword ptr [esp],eax                         ; | 
0046EB87   .  E8 F4D2FDFF   call miner.0044BE80                             ; \malloc 
 

[표  7] GetAdapterAddresses 함수  

 

인텔 기가비트 이더넷 컨트롤러를 받아온다. 



 

[그림  16] Ethernet Controller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받아온다. 

 

[그림  17] loopback interface 

지금 까지 분석 한 것을 요약하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함수를 이용하고 있다. 채굴기를 

이용하려면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0046EF24   > \B9 20000000   mov ecx,0x20                       ; | 
0046EF29   .  2B4C24 24     sub ecx,dword ptr [esp+0x24]       ; | 
0046EF2D   .  B8 FFFFFFFF   mov eax,-0x1                       ; | 
0046EF32   .  D3E0          shl eax,cl                         ; | 
0046EF34   .  890424        mov dword ptr [esp],eax            ; | 
0046EF37   .  FF15 502A4F00 call near dword ptr [<&WS2_32.hton>; \ntohl 
 

ntohl 함수는 intel 이 리틀엔디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빅엔디언을 리틀엔디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18] ntohl 

  



 

Gcc 컴파일러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00401529  |.  C70424 00E04B>mov dword ptr [esp],miner.004BE000 ; |ASCII "libgcc_s_dw2-1.dll" 
00401530  |.  FF15 A0264F00 call near dword ptr [<&KERNEL32.Ge>; \GetModuleHandleA 
00401536  |.  83EC 04       sub esp,0x4 
00401539  |.  85C0          test eax,eax                       ; | 
0040153B  |.  74 73         je short miner.004015B0            ; | 
0040153D  |.  89C3          mov ebx,eax                        ; | 
0040153F  |.  C70424 00E04B>mov dword ptr [esp],miner.004BE000 ; |ASCII "libgcc_s_dw2-1.dll" 
00401546  |.  FF15 10274F00 call near dword ptr [<&KERNEL32.Lo>; \LoadLibraryA 
 

[표  8] gcc library 

 

 분석 참 어렵다. 원하는 함수로 접근을 하고 싶어 Hareware BP 를 걸어보았으나 바이너리의 상태는 

Running 으로 전환되었다.  

조금 더 실력을 키워서 다시 재 분석 해보아야겠다. 하지만,  처음 알게 된 API 함수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유익한 공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