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에 가려진 RSH, 사이버 첩보전의 실체추적】 

 

                                                                                  viruslab 

 

■ 북한 정찰총국, 대남 사이버전의 핵심 

 

2009년 5월 10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내용을 보면 각종 대남 공작업무를 하는 노동당 35

호실(대외정보조사부)과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분리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으로 통합해 “정찰총

국” 명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강화되었고,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총정치국과 함께 

북한 군부 3대 실세기구 중 하나로 급부상 했습니다. 정찰총국은 위조지폐, 마약거래, 무기수출 

등의 대명사였던 작전부까지 흡수 통합해 풍부한 재원도 함께 갖추게 됐습니다. 

 

지휘체계를 총참모부에서 북한의 최고정치기구인 국방위원회 직할 인민무력부 산하로 격상해 명

령지휘계통을 단일화 했으며, 과거 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사업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했다는 점

이 주목됩니다. 

 

정찰총국 산하에는 작전국, 정찰국, 기술국 등 다수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핵심 조직

으로 알려진 110호 연구소(기술정찰조)는 평양에 위치하며, 한국의 주요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이

버 정찰 및 테러를 주도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중국 선양을 거점으로 활

동 중인 110호 연구소 산하 사이버 요원(윤모씨)이 2009년 6월 30일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 

등을 대상으로 DDoS 공격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09년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 미국의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격 시작된 DDoS 공격은 7월 

7일 한국의 주요 웹 사이트로 공격 범위를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7.7 DDoS 대란은 북한의 대대적

인 사이버 테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정찰총국이 확대 개편된 2009년 이후로 북한의 공격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찰총국은 대남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비정규전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비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10/0200000000AKR20090710197700043.HTML


해 이렇다 할 규모의 인터넷 망이 일반에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받는 한국측

에서 즉각적인 반격 대상과 수단을 명확하게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사이버 상의 

정보수집과 공격은 쉽게 고갈되지 않고 군사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효율적인 무기 중 하나

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비대칭 전력은 북한이 인프라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안타깝지만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신속한 대응 보복 공격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국내 암약 사이버 스파이 결정적 단서 

 

다 년간 추적해 온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프로파일링 해 보면 국방·군사·통일·정치·외교 등과 관련

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와 언론과 금융을 포함해 웹하드 및 일반 커뮤니

티 등을 공격하는 형태로 구분됩니다. 

 

특정 요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이른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은 한컴 문서파일(HWP, 

CELL) 취약점과 사회공학적 심리전술을 교묘히 결합해 이용하고, 간혹 Watering Hole 공격 기법

도 발견됩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보안이 취약한 계층을 노린 Drive-By Download 기법이나 동시다발적 

Zombie PC 양산 목적의 웹 하드 업데이트 모듈 변조기법은 최근까지도 계속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명 보안 솔루션과 이용자가 많은 소프트웨어의 알려지지 않은 Zero-Day 취약점을 

이용한 치밀하고 지능적 공격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견된 북한의 악성파일 중 일부는 코드 내부에 PDB(Program Database) 정보가 그대로 

존재해 작전명이나 프로그램 개발자 정보를 조사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2014년 7월 7일까지 한글문화원 사이트(http://moonhwawon.ye.ro/zboard/data/fat.gif)에 올려져 

있던 fat.gif 파일은 북한에서 제작된 악성파일로 내부에 개발자 이니셜(LSG)로 추정되는 정보와 

한글표현(서비스창조)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x4581 - d:\LSG\Mywork\Backdoor\Installer\InstallBD-exe(서비스창조)\release\InstallBD.pdb 



           ▲ 한글문화원 제로보드 게시판에 포함되어 있던 악성파일 내부 코드 

 

북한에서 개발된 악성파일들은 2009년~2010년 전후로 Backdoor Source 의미를 가진 BD 또는 

BS 이름의 약어가 많이 이용됐습니다. 대표적인 PDB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악성파일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PDB 정보들 



PDB 정보들을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문자열을 볼 수 있습니다. 

 

“BoHoon”, “rsh”, “Tong”, “라철혁”, “Chang”, “LSG”, “ZZang”, “lim”, “Ardour”, “공격”, “좀비류포”, “대표

부”, “HWP공작”, “서비스창조” 등 한글과 함께 다양한 북한식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rsh”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Dropper 기능의 라이브러리 파일은 약 5개의 변종이 발견되

었는데, 시계열 분석과 공격벡터를 통해 약 2개월 이상 작전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rsh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악성파일들 

 

악성파일에 “D:\rsh\공격\UAC_dll(완성)\Release\test.pdb” 정보가 포함된 것은 이미 Kaspersky 

Lab 에서도 “The "Kimsuky" Operation: A North Korean APT?” 제목으로 2013년 9월 11일에 공개

된 바 있습니다. 

 

            

                                 ▲ 북한 악성파일 PDB 분석화면 

 

Kaspersky Lab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rsh” 표현을 “Remote Shell” 약자로 추정했습니다. 

 

The "rsh" word, by all appearances, means a shortening of "Remote Shell" and the Korean 

words can be translated in English as "attack" and "completion", i.e.: 

 

그러나 북한의 악성파일 제작 스타일과 다년간 수집된 공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봤

http://securelist.com/analysis/57915/the-kimsuky-operation-a-north-korean-apt/


을 때 “rsh” 폴더명은 개발자의 영문 이니셜(계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

된 프로파일링 추적자료를 공개합니다. 

 

Dropper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에는 “D:\rsh\공격\UAC_dll(완성)\Release\test.pdb” 정보

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이 악성파일들은 추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

고 본격적인 사이버 첩보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수집을 수행하는 악성파일은 다수의 불가리아 무료 웹 메일(Mail.bg) 서비스로 경유하고, 다

시 2곳의 마스터 메일 서버로 최종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파일은 서비스 등록 시 “DriverManage” 이름으로 할당되고, 설

명 부분에는 【이 콤퓨터에 설치된 드라이브를 검색하고 모니터링하며 디스크 볼륨 정보를 로컬 

디스크 관리자 관리 서비스로 보냅니다. 서비스를 중지하면 동적 디스크 상태와 구성 정보는 만

료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추가됩니다. 

 

             

                          ▲ 북한 악성파일이 사용하는 서비스 명과 설명 

 



한글 Windows 운영체제에 등록된 정상 시스템 서비스 이름은 보통 “컴퓨터” 라는 단어로 표현하

고 있으나, 악성파일이 등록한 라이브러리는 “컴퓨터” 대신 “콤퓨터” 라는 표현방식이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콤퓨터” 단어는 북한식 영어 표현방식이며, 악성파일 제작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정상처럼 보이도

록 나름대로 서비스 설명까지 추가했지만, 오히려 프로파일링 과정에 중요 단서를 노출하게 된 

결정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 북한 악성파일이 사용한 북한식 영어표현 

 

이 서비스는 “kbdlv2.dll” 파일로 등록이 되고, Keylog 정보와 시스템 정보 등을 수집해 마스터 수

집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마스터 수집 계정 중 한곳은 rsh1213@hotmail.com 

주소를 이용하는데, Dropper 역할 및 악성파일 제작 경로에 사용된 “rsh” 이니셜과 동일한 아이디

가 사용됩니다. 

 

        

                   ▲ 정보수집용 마스터 이메일 주소 rsh1213@hotmail.com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BD%A4%ED%93%A8%ED%84%B0%EC%8E%88%ED%84%B0
mailto:rsh1213@hotmail.com


악성파일은 수집된 컴퓨터 정보를 암호화하여 마스터 서버로 발송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RC4 키 

값이 바로 “rsh!@!#” 입니다. 악성파일 제작자는 악성파일 개발폴더 이름부터 이메일 주소, 암호

화 키 등에 공통적으로 “rsh”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암호화에 사용하는 rsh!@!# 코드 

 

■ RSH 라이프 사이클과 비논리적 추적 지표 

 

앞서 설명한 악성파일들은 2013년 중순 전후로 보고된 공격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14년 

8월부터 추적된 공격 분석자료를 살펴볼까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은 지금도 새로운 악성파일을 계속해서 제작,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국내 보안업체 연구원과 정부기관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있습니다. 

 



악성파일이 감염될 경우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가상 분석시스템 환경이나 IP주소, MAC주소 등을 

수집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분석 거점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북한 악성파일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파일링을 통한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격자들은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보다 오랜 기간 잠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성파일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

는 정보나 기능을 가져다 활용할 때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악성파일 제작자들은 중국어와 영어 등에도 능통한 경우가 있어 외국 표현방식이 악성파

일 공격에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한컴 문서파일(HWP) 취약점을 이용해 유포된 악성파일의 실행화면입니다. 

 

    

                      ▲ 정치 관련 문서파일로 위장된 HWP 악성파일 



보안취약점이 존재해 해당 악성파일이 실행될 경우 시스템에는 별도의 악성파일이 생성되고, 앞

서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불가리아 무료 웹 메일(mail.bg) 주소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북한 개발자는 이번 악성파일엔 치밀하게 별도의 PDB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내부 코드의 

실행 흐름 패턴은 기존 형태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 2013년과 2014년 악성파일의 실행흐름 비교 

 

생성된 악성파일만 비교해 봐도 동일한 제작자나 기존 소스기반에서 제작된 것을 쉽게 알 수 있

으나,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HWP 문서파일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있어서 공격자는 먼저 정상적인 문서파일을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 공격에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악성 문서파일은 가장 마지막에 누가 저장을 했을까요? HWP 문서파일은 

HwpSummaryInformation 데이터를 통해 문서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확인해 보면 마지막 저장한 사람의 컴퓨터 계정이름이 RSH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HWP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파일의 저장기록 

 



 

해당 데이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가 최초 작성된 시점은 2014년 8

월 4일 오전이고, 마지막 수정한 날짜는 2014년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한 컴퓨

터의 이름은 RSH 입니다. 

 

실제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4일 작성한 것으로 내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HWP 취약점 악성파일 프로파일링 

 

HWP 문서파일의 시계열 데이터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PE 파일의 Time Date Stamp 데이터를 

비교하면 시간대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HWP 제작 시점 :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33분 09초 (KST) 

EXE  제작 시점 :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24분 25초 (UTC+9) 

 

마지막으로 저장한 제작자의 컴퓨터 계정은 RSH 이며, EXE 형태의 악성파일을 11시 24분에 제작

했고, HWP 악성파일을 33분에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H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개발자는 최근까지 HWP 취약점 및 각종 정보 유출용 악성

파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가리아(mail.bg)와 인디아(mail.india.com) 핫메일(hotmail.com) 

등을 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활용한 마스터 이메일은 unichjid@daum.net 이며, 북한 개발자들이 다음(DAUM) 한

메일을 자주 활용하기도 합니다. 

 

        

                      ▲ RSH 이용자가 활용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한메일 화면 

 

mailto:unichjid@daum.net


이메일을 처음 가입할 때 공격자는 시간대를 서울로 지정해 두었고, 개인정보 부분의 생년월일에 

1984년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 이메일 국가별 설정 시간대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에 텍스트파일로 첨부되어 마스터 서버로 전송되는데, 모두 다음과 같이 암

호화되어 있습니다. 

 

               

                             ▲ 암호화되어 있는 유출 정보 

 

31 바이트로 암호화된 코드를 복호화하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의 정보와 함께 팀뷰어 아이디가 포

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조건에 따라 원격제어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 복호화한 후 데이터 파일 



 

2013년 4월, 북한의 대남 선전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이 해킹되어 공개된 바 있습니

다. 이 명단 중에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회원이 다른 아이디로 각각 3번 가입된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userID,sex,name,email,phone,birth,regDate,country,signDate,password 

rsh0708,M,RiSongHo,rsh0708@gmail.com,0,19870708,0000-00-00 

00:00:00,<blank>,1243593233,20e1d9837b4de4b120ee9ff43a2fa0d9 (wjfeoqlalf) 

rsh0709,M,hkc,rsh0708@gmail.com,0,19700101,0000-00-00 

00:00:00,<blank>,1245076601,25d55ad283aa400af464c76d713c07ad (12345678) 

6543210,M,asdf,rsh0708@gmail.com,0,19450203,0000-00-00 

00:00:00,<blank>,1245757000,25f9e794323b453885f5181f1b624d0b (123456789) 

 

rsh0708 아이디가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rsh0708@gmail.com 메일은 동일하게 사용했습

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회원 비밀번호는 MD5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호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e1d9837b4de4b120ee9ff43a2fa0d9 => wjfeoqlalf => 이 타이핑을 한글로 변환하면 “절대비밀”

로 변환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RiSongHo(리송호) 아이디를 쓴 가입자는 한글을 사용하고, 북한식 이름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rsh0708@gmail.com 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중국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mailto:rsh0708@gmail.com
mailto:rsh0708@gmail.com


                          

                             ▲ 중국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개발 대행 

 

또한, RI SONG HO 이름으로 중국 선양에 위치하고 있고, 프리랜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

니다. 

 

https://www.freelancer.ph/u/RISONGHO.html


 

                     ▲ 중국 선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구직활동 중 

 

북한에서 만들어진 악성파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RSH 이니셜과 실제 북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고, 중국 선양에서 활동한 RISONGHO 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