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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 4차 산업이 다가오는 이 시 에서 보안이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 조직에서도 사람과 PC와 같은 단

말에 한 취약 이 드러나면 결국 네트워크 체가 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말에 한 보안이 

요시되고 있다. 암호화된 장비를 갖추거나 물리  망 분리를 한다하여도 사회공학을 통한 보안 은 

여 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공학을 통해 사람과 PC와 같은 단말을 통해 침투

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공격 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한다.

1. 서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

는 이 시 에서 보안의 필요성이 두각을 나타낸다. 인터넷

을 통해 악의 인 콘텐츠가 손쉽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

가 되면서, IT 자산에 한 보호가 차 어려워지게 되었

다 [1].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악성코드와 사회공학이 기

계학습, 데이터마이닝 등 최첨단 기술들과 목되어 고도

화된 보안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보안의 가장 취약

한 사람을 상으로 하는 공격들이 많이 나타난다.[2]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공학과 악성코드를 조합하여 사

람과 PC와 같은 단말로의 침투  이를 통한 정보수집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보안을 하는 공격 방법

론에 해서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회공

학과 악성코드의 방법  원리를 분석하고 3장에서 분석

한 방법들을 이용한 단말침투  정보수집 방법에 해 

공격 방법론을 제시하고 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2. 련연구

2. 1 사회공학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은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 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 

보안 차를 깨뜨리고 비 기술 인 수단으로 정보를 얻는 

행 이다.[3] 쉽게 말하면 악성코드와 같은 PC의 리소스를 

괴하거나 서버의 서비스를 단하는 공격 기법과는 다

른 형태로 보안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상으로 어깨 머

로 훔쳐보기, 휴지통 뒤지기, 피싱(phishing), 스미싱(smis

hing, SMS phising), (pharming) 등 사람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형태이다. 사회공학은 인간 기반과 컴퓨

터 기반으로 나  수 있다. 인간 기반 사회공학은 인간

계를 이용하여 직  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 무선 

통화를 도청하는 등 상이 인간이 된다. 반 로 컴퓨터 

기반 사회공학은 조된 이메일을 보내 공격 상의 정보

를 획득하는 피싱, DNS 스푸핑(spoofing)을 이용하여 공

격 상의 신용  융 정보를 획득하는 , 실제 있는 

사람 는 기업을 사칭하여 링크 속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획득하는 스미싱 등이 있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 비, 표 화, 추가 속, 

데이터 수집, 그리고 유지 등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4] 이러한 형식의 공격 행 는 지능형 지속 공격, 즉 AP

T(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다. APT는 해커가 다양

한 보안 을 만들어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지속 으로 가하는 공격을 뜻한다.[5] APT는 하나의 공격 

방법, 수단이 아니라 특정 상을 목표로 다양한 해킹 기

술을 이용해 지속 으로 공격하는 행 를 뜻한다.

2. 2 Powerlik

   악성코드는 수행하는 행 에 따라 탐지  차단하는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6] Powerlik은 2014년에 등장한 

일리스(Filelsee) 악성코드이다. 도우 지스트리 값에 

악의 인 코드를 삽입 후 감염시키는 방식이다. 구체 인 

감염 방식은 Run 지스트리 키에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J

Script.Encode 스크립트와 PowerShell 스크립트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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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행시킨다. 최종 인 목표는 PowerShell 스크립트가 

악의 인 쉘 코드를 실행하여 dllhost.exe 로세스에 코

드를 삽입한 뒤 사용자의 PC 정보를 원하는 C&C 서버로 

송한다.

(그림 1) Powerlik 악성코드 형태

(그림 1)과 같이 Powerlik 악성코드는 Power Shell 코드

가 담겨있는 자바 스크립트를 인코딩하여 상  PC에 유

포하여 감염시킨다.

3. 본론

3.1 단말 침투 방법

   상  PC의 침투하는 강력한 방식  하나는 사회공학 

방식이다. 국내의 표  사례로 농  란은 2011년 4월 

농  산망에 있는 자료가 규모로 손상되어 수일에 거

쳐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감염 원인은 외주업

체 직원이 2010년 9월에 카페에서 받은 웹 하드 무료 다

운로드 쿠폰으로 업무 노트북에 화를 다운받는 과정에

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것이다. 악성코드는 7개월 동안 잠

복해있었고 최고 리자의 비 번호 등 각종 요한 정

보들을 탈취하 다. 즉 APT 형식의 공격이다.

(그림 2) USB를 통한 APT

(그림 2)는 USB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용자에게 유포하는 

방식이다. 2.2에서 분석한 Powerlik 악성코드를 USB에 심

어 공격 상 기업직원 는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U

SB를 받은 직원 는 개인은 사내에서 쓰는 업무용 노트

북이나 PC 는 개인의 PC에서 USB를 이용하게 만들어 

악성코드를 감염시킨다. 감염시키는 방법은 호기심을 유발

할 문서 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문서 일인 PDF, HW

P, DOC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P

C에 악성코드를 삽입한다. 하지만 문서 일은 기본 으로 

매크로가 비활성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요해 보이는 본

문 내용을 약간 흐리게 처리한 뒤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본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활성화된 매크로는 지스트리에 

인코딩된 악성코드를 삽입시킨다.

3.2 정보수집 방법

   정보수집은 Powerlik 악성코드를 이용한다. 단말 침투 

방법에서 제안한 USB 유포 방식과 매크로 감염 방식을 

통해 악성코드를 삽입한다.

(그림 3) 악성코드를 삽입 할 지스트리 경로

(그림 3)은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지스트리 경로이다. Ru

n 지스트리는 OS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로그램이 시

작되는 경로를 넣어주는 곳이다. (기본값) 의 데이터에 인

코딩된 스크립트를 삽입한다. JScript.Encode 스크립트는 

PowerShell 스크립트를 갖고 있다.

시스템의 UUID Windows 버

<표 1> 정보수집 코드

<표 1>은 공격 상의 다양한 PC 정보를 수집하는 코드

이다. 시스템의 UUID와 Windows 버 을 획득할 수 있고 

C&C서버로 HTTP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송하면 정보

수집이 완료된다.

3.3 공격 방법론

   3.1과 3.2에서 분석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체 인 단

말침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체 인 로

세스는 (그림 4)와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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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침투  수집 과정

처음 단계는 침투과정으로써 실제 있는 개인 는 기업을 

사칭하여 공격 상에게 악성코드가 심어진 무료 USB를 

제공한다. 그 다음 단계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끄는 문서 

일을 통해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매크

로가 사용자 PC의 지스트리에 인코딩된 악성코드가 삽

입한다. 삽입된 악성코드는 PC의 정보를 획득하여 지정된 

C&C 서버로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의 P

C는 사회공학과 악성코드를 통해 감염되었다.

4.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사회공학과 Powerlik 악성코드를 활용

하여 상  PC를 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았다. 보안이 요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컴퓨터

에 한 보안의식과 물리 인 보안 강화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Powerlik 악성코드의 원리를 

활용하여 쉘 코드를 통해 일을 다운받는 기능도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악성코드를 심어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PC들도 

근할 수 있는 좀 더 확장되고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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