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조된 웹 하드 설치 모듈, 배후는 누구인가?】 

 

                                                                    viruslab.tistory.com 

 

 

 

■ 웹 하드 변조 디지털 기초단서 수집 

 

2014년 08월 초부터 09월까지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악성파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악성파일들은 국내 웹 하드 설치프로그램의 변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감염되는 형식을 갖추

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수의 공격 행위에서 추출한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웹 하드 설치 프로그램의 변조에

서 밝혀낸 디지털 단서와 공격자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웹 하드 변조를 통해서 유포된 일부 악성파일들의 데이터 

 

각종 메타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한 결과 유사계열의 악성파일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변조된 웹 하드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2009년 12월 05일 22:50:52 UTC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웹 하드 설치파일의 “Time Date Stamp” 부분을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

니다. 

 

 

                         ▲ 변조된 웹 하드 설치 프로그램의 공통부분 

 

악성파일 유포에 악용된 웹 하드 사이트들은 “디스크팸(diskfam.com)”, “멜론디스크

(melondisk.co.kr)”, “미르디스크(mirdisk.co.kr)”, “짱디스크( jjangdisk.com)” 등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웹 하드 설치프로그램들은 여러 차례 변조가 이루어졌으며, 공통적으로 “csrss.exe” 파일명의 추가 

악성 파일이 이용자 몰래 생성되도록 조작되었습니다. 

 



        

                      ▲ 변조된 웹 하드 설치 프로그램 사이트 목록 

 

“csrss.exe” 파일은 매우 다양한 변종이 제작되어 이용되었지만, 모두 동일한 행동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웹 하드 사이트의 경우는 최근 보안이슈 발생으로 긴급서버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짱 디스크 긴급서버 점검 공지 

 

공격자 측면에서 유사한 변종 악성파일을 다수 제작해 유포했기 때문에 중복감염으로 인한 혼선

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Mutex 코드 {0121000-101121-325638-4842}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 중복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뮤텍스 생성 

 

악성파일은 코드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가상 환경 여부를 체크합니다. CPUID, 

EnumDisplayDevicesA 함수를 사용하여 VirtualBox, VMWare 디스플레이 환경인지를 조사합니다. 

 



 

                         ▲ 분석 우회 목적으로 가상 환경 여부 체크 

 

perflib 이름의 레지스트를 확인합니다. 

 

                                  ▲ 레지스트리 확인 화면 

 

임시폴더(Temp) 경로에 “tmp(랜덤).tmp” 이름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 정보 수집용 파일 생성 

 

악성파일은 GetLogicalDrives, GetVolumeInformationA, GetDriveTypeA API 함수를 통해 현재 연결

되어 있는 드라이브 정보를 수집합니다. 

 

            

                                  ▲ 로컬 드라이브 정보 수집 

 



FindFirstFileA, FindClose API 함수 등을 통해 로컬 드라이브에 존재하는 폴더와 파일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폴더 및 파일 리스트 정보 수집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저장하고 수집합니다. 

 

                

                              ▲ 프로세스 리스트 정보 수집 

 



상기 루틴에 의해서 “tmp(랜덤).tmp” 로그 파일에는 시스템의 폴더, 파일 리스트가 상단 부분에 

포함되고, 하단 부분에는 프로세스 리스트가 포함됩니다. 

 

      

                             ▲ 실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의 모습 

 

이러한 로그 파일은 암호화되는 과정을 거쳐 명령제어(C&C)서버로 전송을 시도하고, 스스로 삭제

되도록 만듭니다. 

 

이 상태의 로그 파일은 육안으로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별도의 전용 Viewer 프로그램

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화면을 비트맵(BMP) 포맷으로 갈무리하여 임시경로(Temp)에 uio(랜덤).tmp 이름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 현재 화면을 갈무리하여 저장 수집 

 

갈무리되어 저장되는 파일은 실제 비트맵(BMP) 파일이지만 16 바이트의 고정적인 포인터 부분을 

포함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 갈무리 화면에 포함되는 포인터 



실제 생성되는 “uio(랜덤).tmp” 파일은 아래와 같이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만 원래는 

BMP 형식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uio” 이름의 약자는 User Input Output 의미로 추정됩니다. 

 

     

                          ▲ 갈무리 화면에 포함되는 포인터 

 

로그 파일을 명령제어(C&C)서버인 116.252.37.45:9090 호스트로 전송한 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

기 위해서 tmp 파일을 모두 삭제합니다. 

 

             

                               ▲ 전송된 로그 파일을 삭제 

 



명령제어(C&C)의 추가적인 지령에 따라 “msplugin.ps”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msplugin.ps 파일 생성 루틴 

 

가상 환경 등 조건에 따라 CMD.EXE 프로그램을 이용해 Ping 명령을 구동시키고, 응답 요청 수를 

5로 지정합니다. 

 

그런 후 로컬 호스트로 특정 명령을 내려 임의의 네트워크 통신시간이 소요되도록 만듭니다. 

 

"cmd.exe /c ping 127.0.0.1 -n 5 | del /a /f "%s"" 

 



                    ▲ 로컬 호스트로 응답 카운트를 설정하여 시간 지연 발생 

 

지연 시간이 발생된 후에는 Del 명령을 구동시켜 변조된 웹 하드 설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된 

숙주 악성파일(csrss.exe) 파일을 삭제시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 숨기지 못한 메타데이터와 개발자의 습성 

 

금번에 웹 하드 파일을 조작한 유사 악성 파일들은 다수의 변종이 존재하며, 조금씩 그 행동패턴

이 다릅니다. 

 

공격자는 계속 조금씩 새로운 기능을 수정 보완하였고, 명령제어(C&C)서버를 지속적으로 변경했

습니다. 

 

명령제어 서버와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는 “9090” 값으로 모두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뮤텍스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중요한 디지털 단서들은 유사성이 높은 악성파일을 추적하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샘플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턴 본격적으로 최근 변조된 웹 하드 설치모듈의 배후가 누구인지 연관성 코드분석을 진행

해 보겠습니다. 

 

2014년 03월 31일과 04월 01일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악성파일이 있습니다. 

 

5_6.jpg (MD5 : f5ba42117dd02f50b12542131dcd8b5f) / 220.227.147.156:9090 / B89LO 

bar.exe (MD5 : 9b247241954fca79ac013944a74830c9) / 42.96.189.224:9090 / B89LO 

 

이 파일들은 공통적으로 “tmp(랜덤).tmp” 로그 파일을 생성하고 내부에 폴더와 파일, 프로세스 정

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감염된 시스템의 화면을 갈무리하여 “bmp(랜덤).tmp”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보아도 이번 웹 하드 변조로 유포된 파일과 같은 패턴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 암호화 로직도 동일한 기법이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뮤텍스는 “B89LO” 값으로 서로 

다릅니다. 

 

더불어 %Appdata%\Microsoft\MMC\msplugin.ps 파일을 생성하는 것도 일치하며, Ping 명령을 

통한 지연삭제 기법과 C&C 서버의 포트가 “9090” 번호인 점도 모두 일치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증거들과 부분적 기법만으로도 이번 웹 하드 변조로 유포된 “csrss.exe” 악성파일과 

03~04월에 발견된 악성파일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파일 구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90% 이상 코드 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

다. 

 



                               ▲ 유사 악성파일 비교 화면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웹 하드 변조로 유포된 파일에는 없지만, 지난 03월에 제작된 이전 코드

에는 V3 Lite 제품의 클래스를 체크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 유사 악성파일이 보유한 V3 Lite 클래스 체크 기능 



지난 03월~04월에 발견되었던 악성파일이 보유한 이 코드와 동일하게 2014년 07월 경 발견된 

3.20 유사 변종 악성파일의 고리가 연결됩니다. 

 

2014년 07월 07일 “소리전자”, “개드립”, “에펨코리아” 등을 통해 Drive-by Download 공격이 포착

된 바 있고, 유포된 다수의 악성파일이 2013년 3.20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변종으로 확인된 바 있

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14년 07월 07일 발견된 3.20 유사 변종 악성파일 

 

이 당시 플래시 플레이어 취약점(CVE-2014-0515), 핸디소프트 취약점, 한국사이버결제 KCP 취약

점, 파수 문서보안 취약점 등이 이용되었습니다. 

 

연결되었던 “folder.php” 파일(b65f2513c8b82c9c8fd20755eb401ab8)은 이번과 동일하게 V3 Lite 제

품의 클래스 명(49B46336-BA4D-4905-9824-D282F05F6576)을 체크하는 기능이 동일하게 포함되

어 있습니다. 

 

    

                    ▲ 3.20 유사 변종 악성파일이 체크하는 V3 Lite 클래스 명 

 

추가로 2014년 09월 05일부터 19일경 제작된 유사 악성파일이 더 존재하는데, 이 파일들은 감염 

시에 임시폴더(Temp) 경로에 “msiscatmp.tmp”, “msisca.mof” 파일 등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악성파일들의 뮤텍스 값은 변종에 따라 “rinoa52512”, “rinoa525” 이며, 명령제어(C&C)서버는 

다음과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9090” 포트를 사용합니다. 

 



                  

                         ▲ 웹 하드 변조 유사 악성파일의 뮤텍스 

 

또한, C&C 주소도 기존 웹 하드 변조에서 사용한 곳과 일치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85.214.238.82:9090 (독일) 

81.167.96.154:9090 (노르웨이) 

46.23.72.29:9090 (네덜란드) 

 

이 악성 파일들도 기존 웹 하드 변조 악성파일과 동일하게 파일 리스트 등을 수집합니다. 

 

                  

                           ▲ 웹 하드 변조 악성파일과 유사한 행동패턴 

 

악성파일은 기존의 웹 하드 변조모듈로 유포된 파일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

부적으로 한국형 파일들을 수집하여 유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 한국 맞춤형 정보 수집 및 탈취 기능 탑재 

 

악성파일들은 한국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파일을 수집하며, 특히, 인증서관련 파일과 프로그램 

개발관련 소스 프로그램 파일도 수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인증서와 개발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수집 

 

PFX - 인증서파일 

SPC - 인증서파일 

PVK - 인증서파일 

 

EGG - 압축파일 

ALZ - 압축파일 

ZIP - 압축파일 

RAR - 압축파일 

 

JAVA - 자바파일 

 

VCPROJ - Visual C++ Project 

DSW - Visual Studio Workspace 

SLN - Visual Studio Solution 

 

DWG - AutoCAD 

 

PPT - 파워포인트 

PDF - 어도브 리더 

XLS - 엑셀 



TXT - 텍스트파일 

HWP - 한컴문서 

DOC - 워드문서 

 

더 많은 메타 데이터와 단서들이 존재하지만 시간관계상 일부만 비교해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웹 하드 설치 모듈로 변조되어 유포된 파일은 3.20 유사 변종(북한 공식발표)으

로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 추가 개발하여 유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총성 없는 전쟁, 제 2 막 (2014년 11월 11일 추가) 

 

우려했던 대로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포착된 웹 하드 업데이트 파일 변조는 서막에 지나지 않

았습니다. 당시 유포됐던 많은 악성 파일들은 불특정 다수의 웹 하드 이용자를 무작위로 감염시

킨 후, 각종 정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유효한 디지털 서명과 프로그램 개발 소스 수집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014년 10월 22일과 24일 제작된 약 10여 종의 변종과 2014년 11월 04일 잉카인터넷 nProtect 

Netizen v5.5 제품의 ActiveX 업데이트 무결성 검증 취약점을 통해 전파된 다수의 악성파일은 다

음과 같이 아이콘 리소스가 조금 달라졌지만, 파일명과 경로는 웹 하드 때와 동일합니다. 

 

                

                               ▲ csrss.exe 아이콘의 변화 

 

공격자는 웹 하드 변조로 만든 Bot-Net 통로와 C&C 제어명령을 통해 정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1월 03일부터 준비된 새로운 작전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데, 바로 nProtect 



Netizen v5.5 ActiveX 취약점과 결합한 한국 맞춤형 Drive-by Download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약 10여 종의 변종을 11월 03일 오전 10시부터 제작하였고, 수분 차이로 변종을 다수 

생성했습니다. 그 간 정황을 토대로 추정하면 공격자는 자동화된 악성파일 생성도구를 만들어 좀

더 빠르게 변종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점 공격은 국내 다수의 사이트에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이용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접속자가 많은 곳들입니다. 

 

- http://magnetpot.us (토렌트 커뮤니티) 

- http://www.kpug.kr (포터블 커뮤니티) 

- http://chulsa.kr (포토 커뮤니티) 

- http://showfree.co.kr (한인 커뮤니티) 등등 

 

ActiveX SetupURL 무결성 검증 취약점이 존재하는 nProtect Netizen v5.5 (2014.11.4.3 이하 버전) 

제품이 설치된 상황에서 Exploit 코드가 포함된 웹 사이트에 접근할 경우 “npenkIEupdate.exe” 이

름의 악성파일이 설치되게 됩니다. 초기 유포 시기엔 Patch가 존재하지 않는 Zero-Day 공격이었

습니다. 

 

[KRCERT 보안공지] 

nProtect Netizen v5.5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 보안업데이트 권고 

- http://krcert.or.kr/kor/data/secNoticeView.jsp?p_bulletin_writing_sequence=22151 

 

해당 악성파일은 업데이트 파일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악용한 유효한 디지털 서명

[㈜ 풍림 전재지점]이 그대로 적용되어 유포되었습니다. 유포 당시엔 해지되지 않은 유효한 서명

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 11월 10일경 인증서가 해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해지된 인증서 화면 

 

 

http://magnetpot.us/
http://www.kpug.kr/
http://chulsa.kr/
http://showfree.co.kr/
http://krcert.or.kr/kor/data/secNoticeView.jsp?p_bulletin_writing_sequence=22151


Drive-by Download 공격에 사용된 Netizen v5.5 ActiveX Exploit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ID 값은 (F939FEB8-9518-4A4A-BE60-D10FFB9557F2)이며, 악성파일 주소인 SetupURL 파라미터는 

탐지 및 분석방해 목적으로 4개(z, y, t, r)의 알파벳으로 % 값을 치환하였습니다.  

 

                             ▲ nProtect Netizen v5.5 Exploit Code 



공격자는 2014년 11월 03일 C&C 서버 구축과 악성파일을 제작했고, 11월 04일 새벽부터 유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C&C 서버에 등록된 로그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P 모자이크) 

 

     

                       ▲ 공격자의 C&C 서버에 수집된 감염자 기록 



C&C 서버엔 다양한 정보가 유출됐는데, 감염된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IP 정보, 컴퓨터 이름, 실

행 프로세스 등의 로그가 수집됩니다. 공격자가 이 로그를 분석하면 실제 감염된 실제 이용자의 

정보 외에도 악성파일을 조사 중인 보안업체 연구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연구원의 정보파악이 가능한 정보 



최신 악성파일 변종은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방해와 행위기반 솔루션의 탐지 등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환경(Virtual Machine) 탐지 기능을 “PackStar”, “PackStop” 부분으로 난독화시켜 포함시켜 두

었습니다. 

 

“PackStar” 코드명령은 압축(Pack)의 시작(Start)을 의미하며, “PackStop” 설정은 정지(Stop)를 의미

합니다. 

 

          

                        ▲ 가상 분석환경 우회를 위한 코드 영역 

 

악성파일은 유포 당시 유효한 디지털 서명(유효기간 2014. 05. 30~2015. 05. 31)이 사용되었습니다.  

 



         

                                 ▲ 유출된 디지털 서명 정보 

 

해당 서명은 ㈜풍림(http://www.punglim.co.kr)에서 발급한 것으로 이 회사는 1982년 10월에 창립

되었으며 서울, 안산, 대구, 포항 등의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 회사의 디지털 서명을 탈취해 Drive-by Download 공격에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서

명 파일만 유출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부 개발자 컴퓨터나 서버까지 접근했을 가능성도 존

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산업용 자동제어기기를 제조하고 유통을 전문으

로 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취급품목 중에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인버터, 광 센서, 릴레이, 온도조절 스위치 등

이 있으며, 하네스 작업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 및 부품들은 산업 자동제어기기의 

주요 기능에 사용됩니다. 

 



                         ▲ 정보가 유출된 산업용 자동제어 기기 업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공격자는 하필 산업용 자동제어기기 업체의 내부 정보에 접근했고, 

악성파일에 활용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라도 산업용 제어기기 쪽을 고의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라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악성파일을 프로파일링 하면 다양한 부분이 과거 공격 스타일과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점은 대략 7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조작된 Time Date Stamp 일치 

2009년 12월 05일 22:50:52 UTC 

 

2014년 8월 웹 하드 변조모듈 때부터 2014년 11월 nProtect Netizen v5.5 취약점 공격 때까지 변

조된 값이 동일합니다. 개발도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Agent 생성위치 및 파일명 일치 

%Appdata%\csrss.exe 

 

웹 하드 변조 때부터 Netizen 취약점 공격 때까지 경로와 파일명이 “csrss.exe” 이름으로 동일합

니다. 

 

 
 

ⓒ 생성 뮤텍스 패턴 일치 

웹 하드 모듈변조 : {0121000-101121-325638-4842} 

nProtect 취약점 악용 : {0121000-101121-325638-48424} 

 

뮤텍스 값은 0121000-101121-325638-4842 부분까지 동일하고 일부만 변경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 Ping 응답카운트 지연설정 일치 

cmd.exe /c ping 127.0.0.1 -n 5 | del /a /f %Appdata%\csrss.exe 

 

Ping 명령을 이용해 로컬 호스트로 시간 지연기능을 실행하고, 악성파일을 삭제하는 루틴이 기존

과 계속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C&C IP 주소대역 및 PHP 파일명 일치 

122.154.24.59/COOP1/upload/xmlupc.php 

122.154.24.59/COOP1/upload/image/ana.php 

122.154.24.59/COOP1/upload/person/ana.php 

81.22.253.146/sites/all/modules/ana.php 



103.29.214.216/ppmadmin/themes/pmahomme/ana.php 

 

웹 하드 변조 때 사용된 C&C가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ana.php” 이름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 압축 모듈 형식과 코드구조 일치 

 

웹 하드 변조를 통해서 유포된 악성파일과 nProtect Netizen v5.5 취약점을 통해서 유포된 악성파

일의 압축 형식(NSIS)과 코드정보가 일치합니다. 



 

ⓖ 디지털 서명 탈취 및 악용 

 

앞서 발견된 변종 중에 디지털 서명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었고, 이후 발견된 변종에는 유효한 디

지털 서명이 탈취되어 악용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24일 유포된 변종과 11월 04일 nProect Netizen v5.5 ActiveX 취약점을 통해 

유포된 악성파일은 기존 웹 하드에서 유포된 형태에서 일부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2014년 8월에서 9월 전후 웹 하드 모듈의 변조를 통해 유포된 악성파일의 Mutex 코드는 

{0121000-101121-325638-4842} 입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경 웹 하드 모듈로 위장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발견된 변종의 Mutex 코드는 {0121000-101121-325638-48424} 입니다.  



             

                                 ▲ 변경된 Mutex 코드 

 

제일 뒤 부분에 4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Mutex 코드는 11월 nProtect Netizen v5.5 취

약점을 통해서 유포된 악성파일도 계속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2014년 08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인 한국 맞춤형 작전을 일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정

치, 국방, 사회, 금융, 산업 등 파트 별로 전담 팀이 나뉘어져 있고, 사이버 공격 작전을 오늘도 수

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례처럼 보안솔루션 Zero-Day 취약점 공격을 이용할 경우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은밀한 사이버 첩보행위는 앞으로 대규모 공격의 전조현상 및 

교두보라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 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