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파일로 위장한 북한 사이버공격 전격해부】 

 

                                                                        

viruslab.tistory.com 

 

■ 괜찮아 문서파일이야? 

 

2014년 09월 22일 문서파일로 위장한 2개의 악성파일이 발견됐는데, 두 파일 모두 Time Date 

Stamp 데이터가 2014년 09월 22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들이 만들어진 시간은 각각 새벽 06시 06분, 06시 23분으로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EPA UPDATE FOR LEADERS for the UNGA meeting.scr” 파일명을 가진 악성파일은 MS Word 문서

파일로 아이콘을 교묘히 위장하고 있으며, “NCE report cover letter from commissioning countries 

FINAL.scr” 파일명을 가진 악성파일은 Adobe PDF 문서 파일로 아이콘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 공통적으로 문서파일 아이콘을 사용한 악성파일 

 

두 파일 모두 아이콘과 다르게 화면보호기용 실행파일(SCR)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파일버전 정보

도 100% 동일합니다. 

 

또한, 원본파일 이름(Down.EXE)과 제품이름(Down Application) 역시 정확하게 일치하며, 코드내부 

리소스도 같은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포함된 “EMBEDDLL” 리소스 명과 다이얼로그 형식도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의 개발 소스코드가 이용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파일들의 정보를 비교해 보면 양쪽 버전이 모두 “8.5.5.1092”이고, 설명(Microsoft Word 

Document)과 조작된 저작권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파일버전 정보가 서로 동일한 악성파일 화면 

 

외부적인 설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그래밍 구조도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 리소스 화면을 비교해 보면 “EMBEDDLL” 리소스 명 내부에 포함된 “138”, “139” 값과 다이얼

로그 내부에 포함된 “30721”, “30734” 값도 일치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콘 엔트리 리소스 등은 차이가 있으며, MS Word 아이콘의 경우 MS Office 버전 별로 

별도 스타일을 추가하고 있어 2개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 아이콘은 다르지만 동일한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악성파일들 

 

“EPA UPDATE FOR LEADERS for the UNGA meeting.scr” 파일과 “NCE report cover letter from 

commissioning countries FINAL.scr” 악성파일은 거의 동일한 감염 동작을 수행하므로, 통합적인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악성파일이 실행되면 %Appdata% 경로에 “sysninit.ocx” 파일이 숨김 속성으로 생성됩니다. 

 

“sysninit.ocx” 파일의 내부 오리지널 이름은 sysninit - exe.dll 이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PDB) 

경로는 “N:\Attack Programs\Backdoor 2.1(x86-x64)\sysninit - exe\Release\sysninit - 

exe.pdb”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sysninit.ocx” 파일의 PDB 정보 

 

악성파일 제작자는 공격 프로그램(Attack Programs)이라는 노골적인 프로젝트명과 Backdoor 2.1, 

sysninit 이라는 오퍼레이션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파일은 OCX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DLL 파일이며, “PDFShow”, “ShellExploit” 

등의 인자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Rundll32.exe “sysninit.ocx” PDFShow 

Rundll32.exe “sysninit.ocx” ShellExploit 

 

“__START_DLL_MARK__" Mutex 이름을 생성하여 악성파일의 중복실행을 방지합니다. 

 

1003CE1C=sysninit.1003CE1C (ASCII "__START_DLL_MARK__") 

 



                           ▲ “sysninit.ocx” 파일의 실행 파라미터 정보 

 

악성파일이 실행될 때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PDF, DOC 문서화면을 보여줍니다. 

 



          

                              ▲ 악성파일 실행 후 정상적인 문서화면 출력 

 



동시에 %APPDATA% 하위폴더 임의의 경로에 알파벳 조합의 EXE, DLL 악성파일이 추가로 생성되

며, 시작프로그램에 바로가기(LNK) 링크를 만들어 자동실행되도록 합니다. 

 

“tempname.txt” 파일에는 실행된 파일의 이름이 저장됩니다. 

 

실행된 최초 Dropper 파일명을 저장하는 이유는 악성파일 감염 피해자가 어떤 공격 대상그룹에 

속해있는지 분류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성되는 이벤트 및 파일목록들 

 

시작프로그램 폴더를 숨김속성으로 변경하고 내부에 “Anti Virus Option.LNK” 이름의 바로가기 파

일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목록에서 시작프로그램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 시작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는 악성 LNK 파일 



바로가기(LNK) 파일은 재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며, 악성 EXE 파일이 실행되면 “Rundll32.exe” 

프로그램에 의해 DLL 파일이 ChildStart 인자로 실행됩니다. 

 

감염이 이뤄지면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 목록정보를 수집하여 외부로 발송하는데, HWP 등 한컴 

문서파일과 이미지, 압축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 HWP 한글문서 등 수집하는 파일목록 화면 

 

악성파일은 감염된 시스템의 파일 정보 등을 무작위로 수집해 정찰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정보수집 및 잠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 감염된 컴퓨터의 환경정보 수집 

 

더불어 명령제어(C&C) 서버와 통신을 수행하고, india.com, gmail.com 등의 메일 서비스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C&C 이메일 정보에 활용된 아이디와 일부 영문자를 한글 키보드 형태에서 변환을 할 경

우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이름 형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악성파일 내부에 포함된 한글 형식의 표현 

 

india.com 메일 계정은 북한 사이버전사 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도 무료 웹 메일 계정이며, 이외에

도 불가리아, 지메일, 한메일, 핫메일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할 때 사용된 헤더 중 Content-Type 부분을 살펴보면 multipart/form-data 형식으

로 지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boundary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헤더 정보 

 

아래 화면은 공격자의 서버에 실제 감염된 이용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 C&C 서버에 등록된 유출 정보 



■ 김송철? 전혁진? 문서위장 악행행적! 

 

사실 문서파일로 위장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파일

은 그 계보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10월 08일 금요일 도용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 계정을 통해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 국립외교원 계정을 도용한 스피어 피싱 이메일 (이미지-mila) 

 

이메일의 주소는 한국 국립외교원 계정이지만, 실제 발송지는 중국 장춘시(221.9.247.17) 입니다.  

 

중국에서 누군가 한국 국립외교원 계정을 도용해 스피어 피싱 공격에 이용한 것입니다. 

 

     

                             ▲ 중국 장춘시에서 발송된 이메일 내용 

 

스피어 피싱에 첨부되어 있던 “Conference Information_2010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 



(1001).pdf” PDF 파일은 CVE-2010-2883 취약점을 이용했던 공격으로 “syschk.ocx” 파일을 생성합

니다. 

 

취약점용 PDF 파일은 내부에 생성자 항목에 “Kim Song Chol” 이라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 김송철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PDF 취약점 악성파일 

 



             

                     ▲ 김송철 제작의 PDF 취약점 파일의 속성 정보 

 

생성된 파일의 리소스를 보면 다이얼로그 부분에 “30721” 값이 앞서 설명한 2014년 악성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래 전부터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014년 문서파일 위장형식과 동일한 2010년 악성파일 리소스 

 

당시에는 실제 PDF 보안취약점을 이용했던 공격이며,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유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악성파일이 사용한 이메일 헤더 형식이 동일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

--------7dab371b0124") 

  



      

                      ▲ 2014년 문서파일 위장형식과 동일한 이메일 헤더 정보 

 

2010년 공격에 이용된 이메일은 GMAIL 계정이 사용되었고, “futurekimkim”, “fuechei.chang” 데이

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글 표현 방식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 한글 표현 방식이 포함된 악성파일 코드 화면 

 

2010년에 발견됐던 PDF 취약점 이용 악성파일이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

습니다. 

 

다음은 2013년 04월경에 제작된 것으로 2014년과 동일한 “sysninit.ocx” 파일명으로 생성이 됩니

다. 

 

스피어 피싱에 이용된 첨부파일명은 “Draft response letter Slovenia.pdf” 이고, CVE-2011-0611 취

약점이 이용되었습니다. 

 

생성된 DLL 악성파일의 리소스를 살펴보면 기존과 동일한 다이얼로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문서파일 위장형식과 동일한 2013년 악성파일 리소스 

 

해당 악성파일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지메일로 정보를 유출시도 합니다. 

 

이메일에 사용된 데이터는 “laoshi135.zhang” 으로 기존에 사용된 것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존재

합니다. 

 

특히, 앞선 내용을 유심하게 보신 분이라면 “135” 라는 숫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메일 정보에 계

속 이용되고 있어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3년 PDF 취약점으로 생성된 악성파일의 메일 정보 

 



물론 이메일 헤더 정보도 기존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 2013년 sysninit.ocx 악성파일의 메일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08월 31일 발견됐던 샘플입니다. 해당 샘플은 외교부 가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파되었는데, 2010년처럼 외교부와 관련된 문건으로 위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 2014년 외교부 내용으로 위장한 악성파일 

 

이번 악성파일은 PDF 문서취약점을 이용하지 않았고, 아이콘을 PDF 문서처럼 위장한 실행파일

(SCR) 형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악성파일도 동일하게 “sysninit.ocx” 파일을 생성해서 작동합니

다. 

 

리소스 형식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95% 이상 동일한 소스코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외교부 내용으로 위장한 악성파일의 동일한 다이얼로그 리소스 

 

악성파일이 실행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PDFShow 인자를 통해서 악성파일과 함께 정상적인 PDF 

문서가 실행됩니다. 

 



   

                   ▲ 외교부 가판 내용으로 위장한 악성파일이 보여주는 정상화면 

 

이번 악성파일에도 인디아 메일이 사용되었는데, 기존 전혁진 암호와 동일한 순서의 이니셜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35 라는 숫자도 계속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전혁진 추정 이니셜 사용하는 악성파일 

 

지금까지 몇 가지 문서파일 위장한 형태의 악성파일 사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부만 정리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팀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