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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격 접속 툴(RAT)은 해커의 공격을 보조하는 악성코드로서, IT 보안 커뮤니티에서 종종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종류의 악성코드를 경시하는 경우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RAT는 초보 “아마추어 해커”의
소프트웨어 장난감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교한 사이버 공격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RAT는 기술적 지식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이 침해된 컴퓨터에 자유롭게 접속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처럼 간단합니다. 공격자들은 단지 마우스를 클릭하여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로 침투하고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AT는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제로데이)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정교한 사회 공학을 활용하는
연계 공격의 핵심 컴포넌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보안 전문가들도 있으나, RAT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능형 지속적 위협(APT)
이라고 알려진 표적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감염을 일으키는 사이버 범죄(보통
손상된 컴퓨터에 대해 봇넷이 수행하는)에 중점을 두는 악성코드와는 달리, RAT는 공격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조정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래 전에 공개되어 IT 보안 커뮤니티가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만 8년 동안 계속 많이 사용되고
효과가 있는 RAT인 포이즌 아이비(PIVY)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FireEye®는 조직들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포이즌 아이비 감염을 탐지 및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툴셋인 Calamine을 제공합니다.
포이즌 아이비는 몇 건의 주목을 받은 악성코드 캠페인에 사용되었으며, 그 중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은 2011년에 RSA의
SecurID 데이터를 손상시킨 공격입니다. 포이즌 아이비는 같은 해에 화학회사, 정부 기관, 방위산업 회사, 인권 단체에
대해 니트로(Nitro)라고 불리는 연계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몇 건의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 캠페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이즌 아이비를 사용합니다.
• admin@338—2008년 이후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대부분 금융 서비스 업계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텔레콤, 정부,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활동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 th3bug—2009년에 처음으로 탐지된 이 캠페인은 다수의 산업(주로 고등교육기관과 의료 업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menuPass—또한 2009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해외의 방위산업 계약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포이즌 아이비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RAT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숙한 Windows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하는 이 툴은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로그, 화면 캡쳐, 비디오 캡쳐, 파일 전송,
패스워드 도난, 시스템 관리, 트래픽 전달 등.
그리고 포이즌 아이비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보안 전문가들이 RAT를 사용하는 공격자들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FireEye Calamine 패키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익명성을 일부라도 제거하기를 희망합니다. 조직들이 포이즌
아이비의 행동과 통신을 쉽게 모니터할 수 있는 이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가 포함됩니다.
• PIVY 콜백 복호화 툴(ChopShop 모듈)
• PIVY 메모리 복호 툴(Immunity Debugger PyCommand 스크립트)
ChopShop1은 MITRE Corporation이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토콜 디코더로 개발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로서, 보안
전문가들이 엔드포인트를 제어하는 운용자가 전달하는 실제 명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ChopShop에 사용하는
FireEye PIVY 모듈은 포이즌 아이비 네트워크 트래픽을 복호화합니다.

1 ChopShop은 https://github.com/MITRECND/chopshop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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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yCommands는 악성코드 바이너리를 역으로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툴인 Immunity Debugger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Python 스크립트입니다.2 FireEye PyCommand 스크립트는 감염된 엔드포인트에서 실행 중인 PIVY
프로세스로부터 설정 정보를 덤프하여, 공격의 배후에 있는 위협 행위자를 추가로 원격 측정할 수 있습니다.
FireEye는 전세계에서 상업적 및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BSD 2-Clause License3를 제공받은 전체 보안 커뮤니티와
Calamine 툴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툴들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hub.com/fireeye/pycommands
• https://github.com/fireeye/chopshop
보안 전문가들은 PIVY 서버의 활동을 추적하여 다음과 같은 숨길 수 없는 지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명령 및 제어(CnC)에서 사용되는 도메인과 IP
• 공격자의 PIVY 프로세스 뮤텍스
• 공격자의 PIVY 패스워드
• 악성코드 드롭퍼에 사용되는 런처 코드
• 악성코드 활동의 타임라인
이 보고서에서는 Calamine이 공격의 다양한 측면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증거는 동일한
식별 특성을 나타내는 다수의 공격과 상호 관련성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인텔리전스를 결합하면 위협 공격자들의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IT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alamine은 포이즌 아이비를 사용하는 단호한 공격자들을 완벽하게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머리말
포이즌 아이비는 공식 웹사이트인 www.poisonivy-rat.com으로부터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원격 접속
툴입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툴은 2008년 이후에 변경되지 않은 버전 2.3.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이즌
아이비에는 대부분의 Windows 기반 RAT와 공통되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로그, 화면 캡쳐,
비디오 캡쳐, 파일 전송, 시스템 관리, 패스워드 도난, 트래픽 전달.
포이즌 아이비는 광범위한 가용성과 사용하기 쉬운 기능들 때문에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툴입니다.
그러나 주목을 받은 많은 표적 APT 공격에서의 역할 때문에 가장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PT들은 특정한 공격 대상을 목표로 삼고, RAT를 사용하여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 내에 지속적으로 상주합니다.
APT는 측면으로 이동하여 시스템에 대한 특권을 확대함으로써, 공격자가 원할 때마다 민감한 정보를 추출합니다.4,5
표적 공격에 사용되는 일부 RAT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보다 규모가 큰 APT 캠페인의 일부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악성 트래픽을 식별하여 공격자의 손상 후 활동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러한 RAT들이 종종 초기 익스플로잇을 작동시킨 후에 네트워크 통신을
암호화하기 때문입니다.

2 Immunity Debugger는 http://debugger.immunityinc.com/에서 제공됩니다.
3 BSD 2-Clause License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opensource.org/licenses/BSD-2-Clause 에서 Open Source Initiative의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4 Joe Stewart. “The Sin Digoo Affair(신디구 사건).” 2012년 2월.
5 Nart Villeneuve. “Trends in Targeted Attacks(표적 공격의 동향).” 2011년 10월.

FireEye, Inc.

포이즌 아이비: 피해 평가와 인텔리전스 추출

3

가장 최근의 PIVY 버전이 공개된 지 3년 후인 2011년에, 공격자들은 RAT를 사용하여 보안회사인 RSA에 침투하고
SecureID 인증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훔쳤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는 차후에 다른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6 RSA
에 대한 공격은 중국의 위협 행위자와 관련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매우 정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한 이 공격은 PIVY를 페이로드로 전달했습니다.7,8 이것은 격리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10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많은 회사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9
또한 PIVY는 화학회사, 정부 기관, 방위산업 회사, 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삼은 니트로라고 알려진 2011년의
캠페인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10,11 일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던 니트로 공격자들은 Java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하여 2012년에 PIVY를 설치했습니다.12 PIVY는 최근에 미국 정부 웹사이트와 다양한 다른
웹사이트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략적 웹 손상”이라고 알려진 공격에 사용된 Internet Explorer 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의 페이로드였습니다.13
RAT에는 APT 공격자에 의한 직접적인 라이브, 실시간 휴먼 인터렉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범죄자가 손상된
엔드포인트의 봇넷에 명령을 내려 스팸 전달과 같은 통상적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크라임웨어(사이버 범죄에 중점을
둔 악성코드)와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RAT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어떤 조직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전문
위협 행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구축 및 이식
공격자들은 포이즌 아이비 구축 키트를 사용하여 보통 사회 공학을 사용하여 손상된 공격 대상에게 모바일 코드로
전달되는 PIVY 서버를 자체적으로 맞춤화 및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공격 대상의 엔드포인트에서 실행하면 공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PIVY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 공격자가 목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PIVY 서버 코드는 공격자의 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엔드포인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PIVY 서버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정할 때 모바일 코드를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 초기화 및 관리 코드
• 네트워크 코드
초기화 및 관리 코드는 이미 실행 중인 explorer.exe 프로세스로 주입됩니다. 네트워크 코드는 공격자가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숨겨진 웹 브라우저 (시스템의 기본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그 프로세스에 자체적으로 주입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코드는 공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코드와 데이터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공격자의 PIVY 클라이언트로부터 셸코드로). 이 새로운 코드는 목표 프로세스의 환경 내에서 공격 대상의
엔드포인트에서 실행됩니다. PIVY의 모든 전역 변수, 설정 세부사항 및 기능 포인터는 C-스타일 스트럭트(데이터 구조)에
저장하고, 이 스트럭트도 PIVY 네트워크 코드와 초기화 및 관리 코드에서 목표 프로세스에 주입됩니다.

6 eWeek. “Northrop Grumman, L-3 Communications Hacked via Cloned RSA SecurID Tokens
(복제된 RSA SecurID 데이터를 통해서 L-3 통신을 해킹 당한 Northrop Grumman).” 2011년 6월.
7 RSA FraudAction Research Labs. “Anatomy of an Attack(공격의 구조).” 2011년 4월.
8 CNET. “Attack on RSA used zero-day Flash exploit in Excel(엑셀의 제로데이 플래시 익스플로잇을 사용한 RSA 공격).” 2011년 4월.
9 Brian Krebs. “Who Else Was Hit by the RSA Attackers(RSA 공격자에 의해 어떤 다른 조직이 피해를 입었는가)?” 2011년 10월.
10 Eric Chien 및 Gavin O’Gorman. “The Nitro Attacks: Stealing Secrets from the Chemical Industry
(니트로 공격: 화학산업의 비밀 훔치기).” 2011년 10월.
11 GovCERTUK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Targeted Email Attack Alert(표적 이메일 공격 경보).” 2011년 10월.
12 Symantec. “Java Zero-Day Used in Targeted Attack Campaign(표적 공격 캠페인에 사용된 자바 제로데이).” 2012년 8월
13 Yichong Lin. “IE Zero Day is Used in DoL Watering Hole Attack (DoL 워터링 홀 공격에 사용된 IE 제로데이).” 2013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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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에는 코드의 분해를 검토할 때 레지스터에 대한 오프셋으로 참조하는 모든 호출 명령어와 전역 가변 주소를
갖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explorer.exe로 주입된 코드는 대부분의 악성코드 주입 코드와는 달리 기능별로 주입되고,
각 기능이 자체 메모리 영역을 갖고 적절한 기능 포인터를 각 스트럭트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지속성” PIVY
옵션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감시 스레드도 explorer.exe로 주입되고, 이 스레드가 공격 대상의 운영체제에 의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PIVY 서버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PIVY의 키로그 기능이 활성화되는 경우, 이
기능도 explorer.exe로 주입됩니다.

그림 1: PIVY 클라이언트로 보고되는
PIVY 서버 설정 세부사항

그림 2: ESI 레지스터에 의해 표시되는
스트럭트에 대한 오프셋으로 참조되는
데이터와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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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plorer.exe의 별도
메모리 영역에 주입된 기능들

그림 4: explorer.exe로 주입된 지속
스레드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가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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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및 제어 프로토콜
포이즌 아이비는 TCP에 비해 복잡하고 맞춤화된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통신은
256비트 키를 사용하는 Camellia 암호에 의해 암호화됩니다.14 이 키는 PIVY 서버를 구축할 때 공격자가 제공하는
패스워드로부터 추출됩니다. 기본인 “admin”이라는 패스워드는 일반 텍스트 또는 hex-ASCII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32바이트(256비트)로 제로-패딩됩니다. 이 키는 TCP 세션을 시작할 때 시도-응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증합니다. PIVY 서버가 무작위로 생성된 256바이트의 데이터를 PIVY 클라이언트로 보내면, 이 클라이언트는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 PIVY 서버로 반송하여 검증을 받습니다. PIVY의 통신을 통해서 보낸 많은 데이터도
Microsoft의 LZNT1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기 전에 압축되고,15 PIVY는 Windows RtlCompressBuffer
API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암호화된 32바이트 헤더가 첨부된 암호화
데이터를 청크로 보내어 작동시킵니다.

struct PI_chunk_header {
int command_id;
int stream_id;
int padded_chunk_size;
int chunk_size;
int decompressed_chunk_size;
long total_stream_size;
int padding;
};
PI_chunk_header 구조체는 다음과 같이 배열됩니다.
command_id—이 멤버는 PIVY의 어느 기능이 청크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식별합니다.
stream_id—이 멤버는 어느 스트림이 이 흐름에 해당되는지 식별합니다. PIVY의 프로토콜은 다수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보내는 것을 지원합니다.
padded_chunk_size—Camellia 는 16바이트 블록 암호이기 때문에, 헤더와 데이터 청크에서 패딩을 활용합니다.
chunk_size—청크는 전송된 파일, 실행할 셸코드, 화면 캡쳐 비트맵 파일 또는 원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스트림으로
조합됩니다.
decompressed_chunk_size—이 크기가 chunk_size와 다른 경우에는 LZNT1을 사용하여 청크를 압축합니다.
total_stream_size—이 멤버는 관련 command_id로 보내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지정합니다.
padding—이 멤버는 제로 패딩(최대 32바이트)을 지정합니다.

14 NTT에서 생성한 암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info.isl.ntt.co.jp/crypt/eng/camellia/intro.html에서 제공됩니다.
15 이 압축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jj665697.aspx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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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바이트 시도 요청

256바이트 암호화된 시도 응답

4바이트 리틀 엔디안 길이 지시자―0x15d0 for v2.3.2 for v2.3.0

암호화된 셸코드

4바이트 리틀 엔디안 버전 번호

4바이트 리틀 엔디안 길이 지시자

암호화된 셸코드

그림 5: PIVY 초기 통신 프로토콜

암호 복호화 압축 해제

헤더
데이터 청크

헤더
데이터 청크

조합된
데이터

헤더
데이터 청크

그림 6: 헤더가 첨부된 PIVY 데이터 청크

FireEye, Inc.

포이즌 아이비: 피해 평가와 인텔리전스 추출

8

Calamine ChopShop 모듈
FireEye 포이즌 아이비 디코더는 각 TCP 세션을 시작할 때 PIVY 시도-응답 순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발견한 경우, 이 모듈은 인수로 공급된 하나 이상의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응답을 검증합니다. 패스워드가
제공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패스워드인 “admin”을 시도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 텍스트 형식 또는 hex-ASCII 형식으로 단일 패스워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줄이 제한된 패스워드가 들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가 공급된 패스워드에 기준하여
유효한 초기 PIVY 흐름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나머지 흐름(들)을 복호화합니다. FireEye ChopShop 모듈을
사용하려면 Camellia 암호화 라이브러리의 오픈 소스 구현을 위한 파이썬 래퍼인 CamCrypt를 설치해야 합니다.16 PIVY
기능의 대부분은 이 모듈에서 어느 정도 처리됩니다.
주: PIVY 흐름이 제공된 패스워드에 해당되지 않으면 복호화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Calamine PyCommand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PIVY 패스워드 찾기”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PIVY 또는 PIVY 서버 코드의 사본에 의해 감염된
손상된 엔드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맞춤화된 PIVY 패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alamine ChopShop 사용 메모
Calamine ChopShop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옵션을 제공합니다.
• -f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PIVY 서버에서 송수신되는 파일들은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c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웹캠, 오디오, 키로그, 단일 화면 캡쳐는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오디오 캡쳐는 SoX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wav 파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원시 데이터로 저장됩니다.17 디코더는 샘플 속도, 채널, 비트
데이터를 인쇄합니다.
• 파일과 레지스트리는 세부사항을 검색하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 인스턴스화한 네트워크 전달의 세부사항을 표시합니다.
• 활성 포트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이 모듈은 Windows 파일, 레지스트리, 서비스, 프로세스, 장치의 복호화 리스트와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PIVY 흐름을 복호화하는 동안, 이 모듈의 기본 출력은 리스트 요청이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어느 키 또는 디렉토리가 리스트에 삽입되고 있는지를 강조 표시합니다. 디렉토리 리스트는 인쇄되나,
파일 세부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듈이 -1 옵션을 사용하여 호출할 때, 모든 반송 리스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PIVY 클라이언트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파일에 원시 형태로 저장됩니다: 문자열의 혼합과 그러한 문자열에 대해 설명하는
바이너리 데이터. 리스트에 포함된 데이터의 세부사항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 파일 덤프에서 문자열 툴을 실행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인식되지 않은 명령을 발견하거나 이 디코더의 기능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d 옵션이 유용합니다. 디코더는모든
헤더와 조합된 양방향 스트림의 헥스 덤프를 인쇄하여, 추가 파싱 기능을 분석 및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6 CamCrypt은 https://code.google.com/p/camcrypt/에서 제공됩니다.
17 SoX는 http://sox.sourceforge.net/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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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mine PyCommand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PIVY 패스워드 찾기
많은 공격자들은 기본 패스워드인 “admin”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디코더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는 종종 고유한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PIVY에 의해 감염된
엔드포인트나 PIVY 서버 실행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면 패스워드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보안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덤프를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Andreas Schuster는 PIVY에 사용하기 위한 뛰어난
Volatility(변동성) 플러그인을 공개했습니다.18 Volatility는 Volatility 프로젝트 페이지
(http://code.google.com/p/volatility/source/ browse/trunk/contrib/plugins/malware/poisonivy.py?r=2833)
에서 나타난 것처럼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PIVY의 유용한 설정 데이터를 대부분 덤프합니다.
악성코드 분석 환경을 설정한 경우에는 Immunity Debugger에 사용하는 Calamine PyCommand19 스크립트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PyCommand를 사용하십시오(이러한 단계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mmunity Debugger 를 PIVY가 주입하는 프로세스(PIVY가 주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PIVY 프로세스 자체)에
첨부하십시오.
2. 보내기와 연결 기능에 중단점을 설정하십시오.
3. 계속 실행하십시오.
4. 실행이 중단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5. 다시 돌아가서 기능에서 벗어날 때까지 실행하십시오.
6. PyCommand를 실행하십시오.
7. 설정 세부사항에 대한 로그를 점검하십시오.

피해 평가
공격에 의해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려면 공격자의 활동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격자가 침투의 흔적을
지우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호스트 포렌식만을 사용하여 공격자의 활동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PIVY 네트워크 활동을 수집하는 경우, Calamine ChopShop 모듈은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예에서 테스트 환경을 설정하고, 공격자들이 PIVY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측면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친 후에 보통 작동시키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Calamine ChopShop 모듈을 사용하여 공격
방법을 재구성했습니다.

18 Volatility 플러그인은 https://www.volatilesystems.com/default/volatility에서 제공됩니다.
19 Corelan Team. “Starting to write Immunity Debugger PyCommands: my cheatsheet
(Immunity Debugger PyCommands의 작성을 시작: 나의 치트 시트).”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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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자의 뷰

공격자의 뷰

Starting ChopShop
Initializing Modules ...
Initializing module ‘poisonivy_23x’
Transferred files will be saved..
Screen/Cam/Audio/Key captures will be saved..
Running Modules ...
[2013-07-03 06:46:29 PDT] Poison Ivy Version:2.32
[2013-07-03 06:46:30 PDT]*** Host Information***
PI profile ID: mal
IP address: 192.168.0.12
Hostname: BLUE
Windows User: admin
Windows Version: Windows XP
Windows Build: 2600
Service Pack: Service Pack 3

[2013-07-03 06:46:36 PDT] *** Shell Session ***
Microsoft Windows XP [Version 5.1.2600]
(C) Copyright 1985-2001 Microsoft Corp.
C:\>
[2013-07-03 06:46:42 PDT]
ipconfig

*** Shell Session ***

[2013-07-03 06:46:43 PDT]

*** Shell Session ***

Windows IP Configuration
Connection-specific DNS Suffix
IP Address. . . . . . . . .
Subnet Mask . . . . . . . .
Default Gateway . . . . . .

.
.
.
.

:
. . : 192.168.0.15
. . : 255.255.255.0
. . : 192.168.0.1

C:\>
[2013-07-03 06:47:23 PDT] inbound file
C:\gsecdump.exe
[2013-07-03 06:47:46 PDT] saved PI-extractedinbound-file-1-gsecdump.exe..

[2013-07-03 06:47:46 PDT] *** Shell Session ***
gsecdump.exe -a > hash.txt
0043B820
info: you must run as LocalSystem to dump LSA
secrets
[2013-07-03 06:47:46 PDT]

*** Shell Session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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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자의 뷰

공격자의 뷰

[2013-07-03 06:47:54 PDT] *** Directory Listing
Sent ***
AUTOEXEC.BAT
boot.ini
CONFIG.SYS
gsecdump.exe
hash.txt
IO.SYS
MSDOS.SYS
NTDETECT.COM
ntldr
pagefile.sys
[2013-07-03 06:48:02 PDT] outbound file
C:\hash.txt
[2013-07-03 06:48:02 PDT] saved PI-extractedoutbound-file-2-hash.txt..

[2013-07-03 06:48:57 PDT] *** Screen Capture Sent
***
PI-extracted-file-3-screenshot.bmp saved..
[2013-07-03 06:49:03 PDT] *** Remote Desktop
Session ***
[2013-07-03 06:49:03 PDT] *** Remote Desktop
Session ***
Shutting Down Modules ...
Shutting Down poisonivy_23x
Module Shutdown Complete ...
ChopShop Complete

그림 7: PIVY 명령 및 뷰의 예(방어자는 왼쪽,
공격자는 오른쪽)

“공격자”는 최초 손상을 일으킨 후에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삼을 엔드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 ipconfig와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명령을 실행하여 엔드포인트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합니다.
• 패스워드 덤핑 툴 gsecdump를 업로드합니다
(http://www.truesec.se/sakerhet/verktyg/saakerhet/gsecdump_v2.0b5에서 제공).
• 엔드포인트에 있는 패스워드 해시를 파일로 덤프합니다.
• 패스워드 해시가 들어 있는 파일을 엔드포인트 밖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공격 대상의 패스워드를 오프라인에서 복호화하기 위해).
• 공격 대상 데스크탑의 스크린샷을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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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스 추출
APT 활동은 캠페인(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공격)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캠페인의 일부인 각 단계의
공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20,21,22
• 정찰
• 악용
• 명령 및 제어(CnC)
• 측면 이동
• 유출(또는 공격 대상에 대한 다른 악성 활동)
각 단계에서는 공격자에 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추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의
증거를 입수 및 분석하여 공격이 악성코드 기반의 첩보 활동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격의 컴포넌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 시기와 목표 선호도
• 익스플로잇과 악성코드
• 네트워크 인프라
• 손상된 네트워크 내에서 공격자가 활동하는 범위(훔친 데이터 포함)
• 목표 집단의 특성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한 악성코드 분석보다 더 상세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서는 침해의 기술적,
상황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합 가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3,24 연구자들은 항상 가시성 부족(지리적 위치나
산업에 대한 공격, 또는 어떤 단계에서의 악성코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식 부족)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이 중요합니다.

포이즌 아이비 샘플 분석
저희는 이 분석을 위해서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표적 공격에 사용된 194개의 포이즌 아이비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저희는 22개의 다른 패스워드와 148개의 뮤텍스를 추출했습니다. 또한 147개의 도메인과 165개의 IP 주소로 구성된
CnC 인프라를 매핑했습니다.
저희는 공격자의 툴, 방법, 절차(TTP)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격자들 사이의 캠페인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방어자에게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샘플들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샘플에서 추출한
패스워드와 CnC 정보 같은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샘플들을 집단화하는 것에 추가하여, 가능한 경우, 공격자의 목표
선호도와 사회 공학에 사용되는 유인책 같은 상황적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20 SANS Computer Forensics. “Security Intelligence: Defining APT Campaigns(보안 인텔리전스: APT 캠페인을 정의).” 2010년 6월.
21 SANS Computer Forensics. “Security Intelligence: Attacking the Cyber Kill Chain(보안 인텔리전스: 사이버 킬 체인을 공격).” 2009년 10월.
22 Richard Bejtlich. “Incident Phases of Compromise(손상의 사고 단계).” 2009년 6월.
23 Richard Bejtlich. “Attribution Is Not Just Malware Analysis(귀속성을 찾는 것만이 악성코드 분석이 아닙니다).” 2010년 1월.
24 Jeffrey Carr. “Mandiant APT1 Report Has Critical Analytic Flaws(중대한 분석 결함이 있는 Mandiant APT1 보고서).”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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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TCP 포트

PIVY 샘플 수

443

157

80

104

8080

22

8000

12

1863

7

표 1: APT 공격에서 PIVY 변종에 의해 사용된
일반적인 TCP 포트

각 PIVY 서버(공격자가 목표로 보내는 악성코드)는 TCP 포트를 사용하여 다수의 CnC 서버로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TCP 포트에서 다수의 CnC 서버로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PIVY 샘플이 관찰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 공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트는 웹 트래픽과 관련된 것들이고, 특히 SSL-암호화 웹 트래픽에
대해 사용되는 TCP 포트인 443이 흔히 사용됩니다.
443 포트를 사용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계선 방어는 이 포트를 통해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해야 하므로, 사용자들은 SSL-암호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443 포트를 통과하는 트래픽은
암호화되기 때문에, PIVY의 암호화된 트래픽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토콜 인식
경계선 방어는 PIVY 트래픽을 탐지하고 플래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IVY 프로세스 뮤텍스

PIVY 샘플 수

)!VoqA.I4

14

K^DJA^#FE

4

KEIVH^#$S

3

%1Sjfhtd8

3

2SF#@R@#!

3

표 2: APT 공격에 귀속된 PIVY 변종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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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들은 구축 시간에 PIVY 프로세스 뮤텍스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5 일부 공격은 기본 뮤텍스인 )!VoqA.I4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 공격에 대해 맞춤화된 뮤텍스를 생성합니다. 샘플에 포함된 147개의 뮤텍스 중에서
56개는 일회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PIVY 패스워드

PIVY 샘플 수

admin

38

keaidestone

35

menuPass

24

suzuki

14

happyyongzi

13

표 3: APT 공격에 귀속된 PIVY 변종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PIVY 패스워드

공격자가 PIVY의 기본 패스워드인 “admin”을 사용하지 않고, 구축 시간에 고유한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그
맞춤화된 패스워드가 가장 고유한 지표가 됩니다. 위협 행위자들은 오랫동안 사용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들은 종종 같은 패스워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협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CnC 데이터와 결합될 때 연관된 활동을 집단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집단화
저희는 PIVY 샘플 전체에 대해 특정한 APT 캠페인 활동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CnC 인프라별로 PIVY 샘플
집단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동 DNS를 사용하여 변조된 일반적인 IP 주소에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을 집단화했습니다.
공격자들은 반드시 제어할 필요가 없는 IP 주소를 표시하여(그리고 수동 DNS 데이터의 발생 가능한 다른 이상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도메인을 파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PIVY 패스워드, 뮤텍스, 캠페인 “마크/코드”26 및 런처 정보와
같은 샘플로부터 추출한 추가 지표를 포함시켰습니다.27 이러한 데이터 세트에서는 3건의 개별 APT 캠페인과 다음과
같은 차후의 공격에서 사용한 PIVY 패스워드에 의해 식별된 해당 위협 행위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admin@338
• th3bug
• menuPass
이러한 각 캠페인에 대해서는 해당 섹션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5 뮤텍스는 프로세스 사이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는 Windows 객체입니다. 뮤텍스는 종종 악성코드가 악성코드의 한 인스턴스만이 감염된 시스템에서
특정한 시간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6 캠페인 마크/코드는 보통 위협 행위자가 지정하는 문자열로서, 종종 악성코드 통신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악성코드 바이너리 내에 내장됩니다. 이것은
설정된 다수의 목표(보통 산업별)에 대한 표적 공격 캠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위협 행위자는 공격을 계속 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27 런처는 다른 악성코드(페이로드)를 로드하기 위해 구축된 악성코드로서, 종종 페이로드를 복호화하여 공격 대상의 엔드포인트에서 수행되는 호스트
프로세스에 주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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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시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샘플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PIVY 샘플들과 각 샘플이 VirusTotal과 같은
악성코드 분석 서비스에 처음 출현한 날짜로부터 추출한 포터블 실행 파일(PE) 컴파일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각 APT
캠페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활발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연도별 APT 그룹의 PIVY 공격 횟수
admin338
2013
menu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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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PT 공격에 귀속된 PIVY 변종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PIVY 패스워드

캠페인 1: admin@338
admin@338 위협 행위자에 대한 데이터 세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 21개의 포이즌 아이비 샘플
• 3개의 패스워드
• 43개의 CnC 서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이른 admin@338 PIVY 샘플은 2009년 1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캠페인이 다른 PIVY 패스워드(key@123과 gwx@123)를 사용하여 2008년 1월 7일부터 활동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지속적인 캠페인은 금융, 경제 및 무역 정책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으나, 또한 ISP/telco, 정부,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상당한 활동을 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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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dmin@338 APT 그룹의 산업별
공격 비율

공격 벡터(경로)
이 캠페인이 선호하는 공격 벡터는 스피어 피싱 이메일입니다. 공격 대상과 관련이 있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이 이메일은
공격 대상이 악성 PIVY 서버 코드가 들어 있는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림 10: admin@338 APT 그룹이 런칭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의 예

스피어피싱 이메일의 컨텐츠, 그리고 악용 후에 열은 미끼로 사용하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림 10에
표시된 이메일 메시지 본문의 문자 집합은 실제로 중국어입니다(GB2312 문자 집합).28

28 Wikipedia. “GB 2312.”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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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dmin@338 APT 그룹이 런칭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의 GB2312 인코딩

무기화
이 캠페인에서는 PIVY를 공격 대상에 투하하기 위해 무기화된 Microsoft Word 문서(CVE-2012-0158),29 Adobe
Acrobat PDF (CVE-2009-4324)30 및 Microsoft Help 파일(.HLP)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12: admin@338 APT 그룹이 사용한
미끼 첨부 문서의 컨텐츠

악용된 상태에서 열은 미끼 문서에는 보통 스피어 피싱 이메일의 텍스트 및 공격 대상의 관심과 문맥적으로 관련이 있는
컨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 합법적인 문서이나, 공격을 위해 무기화되었습니다.
집단화
저희는 PIVY 패스워드 인 admin@338에 추가하여, 수동 DNS를 사용하여 CnC 서버가 장기간에 걸쳐 변조한 IP 주소를
관찰함으로써 개별 공격을 집단화 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IP 주소에 admin@338, key@123, gwx@123과 같은
PIVY 샘플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9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Vulnerability Summary for CVE-2012-0158(CVE-2012-0158에 대한 취약점 요약).” 2012년 4월.
30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Vulnerability Summary for CVE-2009-4324(CVE-2009-4324에 대한 취약점 요약).”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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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dmin@338 APT 그룹에 대한
인텔리전스 집단화
(Maltego Radium을 사용하여 생성)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PIVY 패스워드인 key@123을 admin@338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key@123 샘플, 808e21d6efa2884811fbd0adf67fda78은 219.76.208.163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 admin@338 샘플 8010cae3e8431bb11ed6dc9acabb93b7, www.webserver.dynssl.com 및 www.
webserver.freetcp.com으로부터 입수한 2개의 CnC 도메인 이름은 이 같은 IP 주소(219.76.208.163)로
변조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PIVY 패스워드인 gwx@123을 admin@338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The gwx@123 샘플 0323de551aa10ca6221368c4a73732e6은 CnC 도메인 이름인
microsofta.byinter.net, microsoftb.byinter.net, microsoftc.byinter. net,
microsofte.byinter.net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도메인 이름들은 113.10.246.30 219.90.112.203,
202.65.220.64, 75.126.95.138, 219.90.112.197, 202.65.222.45, 98.126.148.114로
변조됩니다.
• admin@338 샘플 8010cae3e8431bb11ed6dc9acabb93b7은 CnC 도메인인
www.webserver.fartit.com, www.webserver.freetcp.com, www.webserver.dynssl.com으로
연결됩니다.
• www.webserver.fartit.com은 113.10.246.30, 219.90.112.203, 202.65.220.64,
75.126.95.138로 변조되고, gwx@123 IP 주소와 중복됩니다.
• www.webserver.freetcp.com은 113.10.246.30, 219.90.112.203, 202.65.220.64,
75.126.95.138, 219.90.112.197, 202.65.222.45로 변조되고, gwx@123 IP 주소와 중복됩니다.
• www.webserver.dynssl.com은 113.10.246.30, 219.90.112.203, 219.90.112.203,
75.126.95.138, 219.90.112.197, 202.65.222.45로 변조되고, gwx@123 IP 주소와 중복됩니다.
이 데이터는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 있는 위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일반적인 CnC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과거의 DNS 변조에 추가하여, PIVY 프로세스 뮤텍스는 PIVY 패스워드인 gwx@123과 admin@338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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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패스워드와 뮤텍스를 사용한
admin@338 PIVY 샘플의 연결

gwx@123, wwwst@Admin, admin@338 샘플의 뮤텍스는 달랐지만, 뮤텍스에 대해 선택한 문자는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페인 2: th3bug
th3bug 위협 행위자에 대한 데이터 세트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4개의 포이즌 아이비 샘플
• 2개의 패스워드
• 9개의 CnC 서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이른 th3bug PIVY 샘플은 2009년 10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속적인 캠페인은
다수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과 의료부문을 공격 대상으로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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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벡터
이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다른 2건의 캠페인(admin@338과 menuPass)과는 달리, th3bug는 스피어 피싱에 의존하여
PIVY를 배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th3bug에 귀속된 공격들은 공격 대상을 감염시키기 위해 전략적
웹 손상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방법은 더 무차별적이고, 아마도 이것이 공격 대상의 범위가 유사하지 않은 원인일
것입니다.
저희는FireEye 블로그에서 최근에 발생한 th3bug 전략적 웹 손상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31
다음의 예에서는 th3bug 캠페인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들)가 공격 대상에 해당되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손상시켰습니다.
공격자는 손상된 웹사이트에서 주입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공격 대상을 Stage 1 런처/다운로더 모바일 코드를
투하한 Internet Explorer 익스플로잇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운로더는 PIVY RAT 변종을 검색하여
설치했습니다.

워터링 홀: 해킹 당한 중국어 사이트
• src=http://www.{removed}.net/brm/dd.js 를
사용하는 내장된 스크립트가 들어 있음

해킹 당한 종교 사이트
• 내장된 JS functions doWrite(), setCookie()가 들어 있음
• ‘Evils=Somethingbbbb’ 쿠키를 설정
• 브라우저 버전에 근거하여 선택한 익스플로잇(CVE-2013-1288,
CVE-2013-0422, CVE-2011-3544)
• 다음 중 하나로 전송
– src=http://www.{readacted}.ne t/bfm/ie.html
– src=http://www.{readacted}.ne t/bfm/java.html
• 브라우저 언어(영어, 중국어)/java 버전에 근거한 ROP
• 해킹당한 비디오 판매 사이트와 대화하는
dd.exe를 다운로드 및 실행

해킹 당한 비디오 판매 사이트
• dd.exe가 404 like 페이지를 통해서 stage 2 페이로드를 입수
• Stage 2 페이로드는 롤링 XOR 키를 사용하여
코드화 및 암호화된 Base64임
• 복호화된 페이로드는 iexplorer.exe로 주입

백도어 RAT
dd.tc.ikwb.com:443
으로 홈에 전화

그림 16: th3bug APT 그룹에 의해 발생한
초기 감염 벡터의 예

31 Thoufique Haq 및Yasir Khalid. “Internet Explorer 8 Exploit Found in Watering Hole Campaign Targeting Chinese Dissidents
(중국 반체제 인사를 목표로 하는 워터링 홀 캠페인에서 발견된 Internet Explorer 8 익스플로잇).”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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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
th3bug은 관련 캠페인에서 (CVE-2013-0422),32 (CVE-2013-1347),33 (CVE-2011-3544)34를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Java 및 Internet Explorer 익스플로잇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17: th3bug APT 그룹이 사용한 ROP
익스플로잇 코드의 예

집단화

그림 18: th3bug APT 그룹에 대한
인텔리전스 집단화

3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Vulnerability Summary for CVE-2013-0422(CVE-2013-0422에 대한 취약점 요약).” 2013년 2월.
33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Vulnerability Summary for CVE-2013-0422(CVE-2013-0422에 대한 취약점 요약).” 2013년 1월.
34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Vulnerability Summary for CVE-2011-3544(CVE-2011-3544에 대한 취약점 요약).”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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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PIVY 패스워드인 admin은 다수의 특이한 위협 행위자들이 사용해왔으므로, 저희가 admin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모든 PIVY 샘플을 th3bug에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격의 증거에 의하면 공격자들은 th3bug
에 정착하기 전에 원래의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연결에 근거하여 admin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최소한 하나의 PIVY 샘플을 th3bug 캠페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샘플 8002debc47e04d534b45f7bb7dfcab4d는 PIVY 패스워드 admin을 사용하는 kr.iphone.qpoe.com
으로 연결됩니다.
• 도메인 kr.iphone.qpoe.com은 2012년 1월 12일에 180.210.206.96으로 변조되었습니다.
• 또한 도메인 nkr.iphone.qpoe.com도 2012년 1월 3일에 180.210.206.96으로 변조되었습니다.
• 또한 도메인 nkr.iphone.qpoe.com도 2011년 12월 23일에 101.78.151.179로 변조되었습니다.
• 도메인 e.ct.toh.info는 2012년 6월 12일에 101.78.151.179로 변조되었습니다.
• 샘플 55a3b2656ceac2ba6257b6e39f4a5b5a는 PIVY 패스워드 th3bug를 사용하는 ct.toh.info
도메인으로 연결됩니다.
저희는 admin@338과 menuPass 캠페인보다 더 적은 숫자의 th3bug로 연결된 특이한 PIVY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적은 숫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인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th3bug는 대량의 공격을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에, 매년 소수의 전략적 웹 손상 공격을 실행한
것 같습니다. 둘째, th3bug는 PIVY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2 단계의 PIVY 서버 페이로드를 얻기 위해서는 공격을
실시간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림 19: th3bug APT 그룹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부분적으로 집단화(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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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3: menuPass
menuPass 위협 행위자에 대한 데이터 세트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18개의 포이즌 아이비 샘플
• 8개의 패스워드
• 61개의 도메인
• 74개의 IP 주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이른 menuPass PIVY 샘플은 2009년 12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샘플
(b08694e14a9b966d8033b42b58ab727d)은 패스워드 xiaoxiaohuli(중국어 번역: “매우 작은 여우”)를
사용하는 js001.3322.org에 설치된 제어 서버로 연결됩니다. 저희가 발견한 사항에 근거하여, menuPass의
배후에 있는 위협 행위자는 미국과 외국의 방위산업 계약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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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벡터
menuPass 캠페인에서는 스피어 피싱을 사용하여 공격 대상에게 페이로드를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21에 표시된 이메일은 일반적인 menuPass 스피어 피싱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림 21: menuPass APT 그룹이 런칭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의 예

menuPass의 배후에 있는 공격자들은 캠페인에서 다른 RAT를 사용했으나, PIVY를 주요 지속성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화
이 menuPass 캠페인에서는 PIVY를 공격 대상에게 직접 투하하기 위해 실행 파일이 들어 있는 무기화된 Microsoft Word
문서(CVE-2010-3333)35와 ZIP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22는 menuPass 스피어 피싱 이메일에 첨부된 ZIP 파일에
의해 전달된 몇 가지 실행 파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파일 이름

컴파일 시간

MD5

Strategy_Meeting.exe

2012-06-11
04:41:31

8d6b6e023b4221bae8ed37bb18407516

Background Consent
Form.exe

2012-05-13
22:13:07

8d769c63427a8ce407d17946
702c7626

Doha_Climate_Change_
Conference-November_2012.exe

2012-11-13
07:19:03

001b8f696b6576798517168cd
0a0fb44

그림 22: menuPass APT 그룹이 사용한
무기화 및 압축된 EXE의 예

35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Vulnerability Summary for CVE-2010-3333(CVE-2010-3333에 대한 취약점 요약).”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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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
menuPass 공격자들은 문서/뷰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Microsoft Foundation Class Library 어플리케이션36으로
위장하는 런처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런처에는 FindFirstFile API로 유용하지 않은 호출을 한 직후에
메모리에서 압축을 풀고 실행하는 PIVY 서버의 압축된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menuPass에 대해 수집한
155개의 샘플 중 81개는 문서 클래스가 있는 MFC 앱입니다. 이 81개의 MFC 런처 중 64개는 CBricksDoc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을 찾아내었습니다.

• CMy20130401Doc
• CShellCodeDoc
• CMy20130401Doc
• CPiShellPutDo
• CCrocodileDoc
• CMy20130401Doc
• CStatePattern_GameDoc
• CPiShellPutDoc
• CPIVCDoc
• CMy1124Doc
• CLightGameDoc
• CPiShellPutDoc
일부 샘플들은 웹에서 입수한 프로젝트로 압축되고, 런처 역할을 하도록 용도가 변경됩니다.
menuPass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PIVY 패스워드는 keaidestone(35개의 샘플에서 사용)이고, 그 다음에는
menuPass(24개의 샘플)입니다. 또한 위협 행위자는 다음의 PIVY 패스워드를 같은 캠페인에서 사용했습니다.
• suzuki
• happyyongzi
• admin
• smallfish
• XGstone
• xiaoxiaohuli
• fishplay

36 Microsoft. “Class Library Overview(클래스 라이브러리 요약).”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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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enuPass APT 그룹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부분적으로 집단화
(keaidestone에 대해 확대)

그림 24: menuPass APT 그룹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부분적으로 집단화
(menuPass에 대해 확대)

60.10.1.0/24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CIDR) 블록에 들어 있는 다수의 IP는 menuPass 캠페인에서
사용된 도메인의 호스트였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24 CDIR 블록에서 다음의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keaidestone
패스워드와 XGstone 패스워드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P 60.10.1.120은 도메인 apple.cmdnetview.com의 호스트였습니다.
• 샘플 d8c00fed6625e5f8d0b8188a5caac115는 패스워드 XGstone을 사용하는 apple.cmdnetview.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IP 60.10.1.115는 도메인 autuo.xicp.net의 호스트였습니다.
• 샘플 b1deff736b6d12b8d98b485e20d318ea는 패스워드 keaidestone을 사용하는 autuo.xicp.net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또한 샘플 b1deff736b6d12b8d98b485e20d318ea와 d8c00fed6625e5f8d0b8188a5caac115도 CBricksDoc
런처의 사용을 공유했습니다.
• 08709f35581e0958d1ca4e50b7d86dba의 컴파일 시간은 2012년 7월 20일이고, 패스워드 keaidestone을
사용하는 tw.2012yearleft.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샘플도 CBricksDoc 런처를 사용했습니다.
• 2012yearleft.com은 2012년 2월 13일에 zhengyanbin8@gmail.com이 등록했습니다.
• 또한 도메인 cmdnetview.com도 2012년 2월 13일에 zhengyanbin8@gmail.com이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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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60.10.1.0/24 CDIR 블록에서 다음의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keaidestone 패스워드와 smallfish
패스워드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dedydns.ns01.us는 60.10.1.121로 변조되었습니다.
• 샘플 e84853c0484b02b7518dd683787d04fc는 패스워드 smallfish를 사용하는 dedydns.ns01.us로
연결되었고, CBricksDoc 런처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60.10.1.0/24 CDIR 블록에서 다음의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keaidestone 패스워드와 happyyongzi
패스워드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maofajapa.3322.org는 60.10.1.121로 변조되었습니다.
• 샘플 cf8094c07c15aa394dddd4eca4aa8c8b는 패스워드 happyyongzi를 사용하는
maofajapa.3322.org로 연결되었습니다.
패스워드 suzuki는 다음의 관계들을 관찰함으로써 keaidestone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샘플 410eeaa18dbec01a27c5b41753b3c7ed는 suzuki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send.have8000.com으로 연결됩니다.
• 도메인 have8000.com은 2012-02-13에 이메일 주소 zhengyanbin8@gmail.com을 통해서 등록했습니다
• 또한 같은 이메일 주소인 zhengyanbin8@gmail.com은 같은 날짜인 2012-02-13에
cmdnetview.com을 등록했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샘플 b2dc98caa647e64a2a8105c298218462는 패스워드 XGstone을 사용하는
apple.cmdnetview.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menuPass라는 패스워드를 keaidestone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08709f35581e0958d1ca4e50b7d86dba의 컴파일 시간은 2012년 7월 20일이고, 패스워드 keaidestone를
사용하는 tw.2012yearleft.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샘플도 CBricksDoc 런처를 사용했습니다.
• tw.2012yearleft.com은 2012년 6월 6일에 60.10.1.114로, 그리고 2013년 3월 11일에 60.1.1.114로
변조되었습니다.
• 도메인 fbi.zyns.com은 2012년 8월 21일에 60.10.1.118로 변조되었습니다.
• 68fec995a13762184a2616bda86757f8의 컴파일 시간은 2012년 3월 25일이고, 패스워드 menuPass를
사용하는 fbi.zyns.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샘플도 CBricksDoc 런처를 사용했습니다.
• 샘플 39a59411e7b12236c0b4351168fb47ce의 컴파일 시간은 2010년 4월 2일이고, 패스워드
keaidestone을 사용하는 weile3322b.3322.org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샘플은 CPiShellPutDoc이라는
런처를 사용했습니다.
• 샘플 f5315fb4a654087d30c69c768d80f826의 컴파일 시간은 2010년 5월 21일이고, 패스워드 menuPass
를 사용하는 ngcc.8800.org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샘플도 CPiShellPutDoc이라는 런처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결을 관찰함으로써 happyyongzi 패스워드와 menuPass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플 e6ca06e9b000933567a8604300094a85는 패스워드 happyyongzi를 사용하는 도메인
sh.chromeenter.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도메인 sh.chromeenter.com은 이전에 IP 60.2.148.167로 변조되었습니다.
• 또한 도메인 jj.mysecondarydns.com은 60.2.148.167로 변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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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협 행위자들과 유사하게, 이 위협 행위자도 기본 admin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PIVY 샘플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패스워드 admin을 사용하는 모든 PIVY 샘플이 menuPass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결을 통해서 menuPass와 admin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2건 이상의 PIVY 인스턴스 사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플 56cff0d0e0ce486aa0b9e4bc0bf2a141은 2011-08-31에 컴파일되었고, 패스워드 menuPass를 사용하는
mf.ddns.info로 연결되었습니다.
• 도메인 mf.ddns.info는 2012년 11월 22일에 54.241.8.84로 변조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IP는 같은 날짜에
도메인 av.ddns.us의 호스트였습니다.
• 샘플 60963553335fa5877bd5f9be9d8b23a6은 2012년 6월 9일에 컴파일되었고, admin이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av.ddns.us로 연결되었습니다.
• 또한 다수의 menuPass 및 admin 샘플도 최소한 6d989302166ba1709d66f90066c2fd59와
4bc6cab128f623f34bb97194da21d7b6을 포함하는 같은 CBricksDoc 런처를 공유합니다.
• 샘플 4e84b1448cf96fabe88c623b222057c4는 패스워드 menuPass를 사용하는
jj.mysecondarydns.com으로 연결됩니다.
fishplay라는 패스워드는 다음의 관계들을 관찰함으로써 menuPass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샘플 494e65cf21ad559fccf3dacdd69acc94는 패스워드 fishplay를 사용하는 mongoles.3322.org로
연결됩니다.
• mongoles.3322.org 도메인은 123.183.210.28로 변조되었습니다.
• 또한 도메인 a.wubangtu.info도 123.183.210.28로 변조되었습니다.
• 샘플 a5965b750997dbecec61358d41ac93c7은 패스워드 menuPass를 사용하는 3q.wubangtu.info로
연결되었습니다.
• 샘플 494e65cf21ad559fccf3dacdd69acc94와 a5965b750997dbecec61358d41ac93c7도 같은
CBricksDoc 런처를 공유합니다.
저희는 공유된 CPiShellPutDoc 런처를 통해서 xiaoxiaohuli라는 패스워드를 menuPass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f5315fb4a654087d30c69c768d80f826의 컴파일 시간은 2010년 5월 21일이고, menuPass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ngcc.8800.org로 연결되었습니다.
• e6ca06e9b000933567a8604300094a85의 컴파일 시간은 2010년 6월 29일이고, 패스워드 happyyongzi를
사용하는 sh.chromeenter.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f5315fb4a654087d30c69c768d80f826와 e6ca06e9b000933567a8604300094a85는 모두 같은
CPiShellPutDoc 런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관계들을 관찰함으로써 happyyongzi라는 패스워드를 xiaoxiaohuli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e6ca06e9b000933567a8604300094a85의 컴파일 시간은 2010-06-29이고, 패스워드 happyyongzi를
사용하는 sh.chromeenter.com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e62584c9cd15c3fa2b6ed0f3a34688ab의 컴파일 시간은 2009-12-28이고, 패스워드 xiaoxiaohuli를
사용하는 도메인 js001.3322.org로 연결됩니다.
• e6ca06e9b000933567a8604300094a85와 e62584c9cd15c3fa2b6ed0f3a34688ab는 모두 같은
CPiShellPutDoc 런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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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IPv4 주소

이메일 주소

해시

런처

도메인

그림 25: menuPass APT 그룹에 대한
인텔리전스의 완전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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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저희는 admin@338, menuPass, th3bug 캠페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위협 행위자들이 포이즌 아이비에 의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PIVY의 사용하기 쉬운 기능들과 규격품인 RAT가 공격자들에게 제공하는 상대적
익명성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RAT와 비교할 때, PIVY는 작동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PIVY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고 감염된 공격 대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마우스를 사용하여 손상된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품인 RAT도 장기간에 걸친 위협 행위자의 활동을 상호 연관시키려는 보안 전문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공격자들은 포이즌 아이비 기반의 악성코드를 사용하는 수많은 악성 활동의 배후에 숨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APT 캠페인에서 수행하는 PIVY와 다른 일용품 RAT의 역할을 노출시킴으로써, 이러한 규격품 툴의 배후에 숨는
공격자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RAT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에서 PIVY 감염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탐지된 감염을 분류하고 과거에 관찰된 APT 활동과 상호
관련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방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을 제공했습니다. 공격자들은 PIVY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유용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단서들을 남깁니다.
• CnC에 사용되는 도메인과 IP
• 선택한 PIVY 프로세스 뮤텍스
• 선택한 PIVY 패스워드
• 드롭퍼에 사용된 런처 코드
• 활동의 타임라인
• 공격 목표
이러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종합하면 포이즌 아이비 RAT를 사용하는 APT 활동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상호
관련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ireEye 소개
FireEye는 전세계의 기업과 정부들을 차세대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방어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계된 가상 머신 기반의 보안 플랫폼을 발명했습니다. 고도로 진화된 사이버 공격들은 차세대 방화벽, IPS, 안티바이러스,
게이트웨이와 같은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방어를 쉽게 우회합니다. FireEye 플랫폼은 시그니처를 사용하지 않는
실시간 동적 위협 방어를 제공하여, 웹, 이메일, 파일을 포함하는 일차 위협 경로에 대해, 그리고 다양한 단계의 공격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조직을 보호합니다. FireEye 플랫폼의 핵심은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하는 가상 실행
엔진이며, 이 엔진은 동적 위협 인텔리전스에 의해 보완됩니다. FireEye는 40여개국에서 포춘 500대 기업 중 100개가
넘는 기업을 포함하는 1,000여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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