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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1-1.  환경 및 악성코드 정보 

 

 

 

 
[Figure 1-1.1 – 745.exe] 

분석 대상은 745.exe로, 2009년 당시 2090 바이러스로 잘 알려진 웜 바이러스이다. 해당 악성코드

의 메타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파일 명 745.exe 

진단 명 Win32/Aimbot.worm.15872(Ahnlab) 

파일 용량 15872 Bytes 

MD5 Hash 9420396e9264918f50155b577ceda82e 

SHA1 Hash 90dca7c4f3ce77e877d199938e4262030da6b1f1 

 

분석 환경은 다음과 같다. 

운영 체제 Windows XP SP3 

가상 환경 VMware 9.0 

Debugger Ollydbg 1.10, IDA 6.1 

 

 

 

 



1-2.  동적 분석 

 

[Figure 1-2.1 - 악성코드 실행 이후 변경된 시간 정보] 

먼저 악성코드를 실행 하자마자 날짜가 2090년 1월 10시 1분으로 변경된다. 

악성코드 이름인 2090 역시 이 변경된 날짜에서 유래되었다. 

[Figure 1-2.2 - 745.exe 실행 직후 프로세스의 상태] 

위 이미지는 745.exe를 실행시킨 직후, Process Explorer를 통해 상태를 본 것이다. 보다시피 

745.exe는 실행하자마자 사라지며 자식프로세스로써 system.exe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2.3 – system.exe 프로세스 상태] 

또한, 이 system.exe는 수십여 초 후 에러 메시지를 띄우며 종료되는데 특이하게 종료되자마자 다

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ystem.exe의 실행으로 이 역시 악성코드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이

며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Figure 1-2.4 – system.exe 에러 메세지] 

이 system.exe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해당 폴더로 가보았더니 숨김 파일 형태의 system.exe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를 위해 복제를 하였지만 핸들을 물고 있는지 실행할 수 없었다. 

 
[Figure 1-2.5 – system.exe] 

그리하여 Volatility를 이용한 메모리 덤프를 수행하였다. VM에서 작업한지라 .vmem파일을 이용해 

수월히 작업할 수 있었고, 이내 체크섬이 기존 악성코드인 745.exe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Figure 1-2.6 – 메모리 덤프에서의 system.exe 추출] 



이 같은 정보를 통해 745.exe는 자기 자신을 삭제하지 않고 복제함으로써 악의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2.7 – 기존 악성코드와의 체크섬 비교.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악성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동적 분석 프로그램으로 실행 전 상태를 스냅샷으로 체크한 후, 실행 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InstallWatch를 사용했다. Windows XP 환경에서의 분석은 예전부터 Winalysis를 사

용했지만 이는 그닥 정확히 캐치해내지 못하는 까닭에 바꿔버렸다. 

어쨌거나 시스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실행함으로써 생긴 파일들이다. 

파일 경로 크기 생성된 시각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VMware 

1KB 1601-01-01 오전 9:00:00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VMware\hgfs.dat 

66KB 2013-02-23 오후 3:04:45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Temp\72230.sys 

5KB 2090-01-01 오전 10:01:07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Temp\Perflib_Perfdata_480.dat 

17KB 2013-02-23 오후 3:04:35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바탕 화면

\745.exe 

16KB 1953-11-26 오전 3:45:48 

C:\WINDOWS\Prefetch\745.EXE-13520830.pf 11KB 2090-01-01 오전 10:01:07 



 

크게 보이는 정보는 빨간색으로 표기해두었다. 

먼저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Temp 아래에 sys 파일을 생성하

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다. 

$ 문자를 무 작위성 16진수라고 본다면 System.exe 오류 메시지가 뜬 직후 위 경로에 0KB짜리 

$$$$$$.dmp 파일과 $$$$_appcompat.txt를 생성하는데, txt 파일의 경우 사용자가 오류를 확인한 

이후 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삭제된 직후 무작위 10진수 5자로 이루어진 #####.sys 

파일을 생성해낸다. 

아래와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Figure 1-2.8 – 에러 발생 전] 

C:\WINDOWS\Prefetch\SYSTEM.EXE-123095C8.pf 19KB 2090-01-01 오전 10:01:17 

C:\WINDOWS\system32\7864328 16KB 1953-11-26 오전 3:45:48 

C:\WINDOWS\system32\system.exe 16KB 1953-11-26 오전 3:45:48 



 
[Figure 1-2.9 – 에러 발생 직후] 

 
[Figure 1-2.10 – 에러 확인 후]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계속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이 sys 파일과 dmp 파일이 폴더에 

쌓이게 된다.  

또한 아래와 같이 system32 폴더 아래에 자기 자신을 임의의 10진수 7자리 파일 명으로 복사하

는 특징을 지닌다. 

 

[Figure 1-2.11 – 무작위 파일명을 가진 복제 파일] 

 

그렇다면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텍스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sys 파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걸까? 

먼저 생성되는 sys 파일들의 체크섬을 통해 동일한 sys 파일이 파일 명만 달리하여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크섬이 같으니 sys 파일 하나만 잡고 Virus Total에 검사해보았더니.. 

 



[Figure 1-2.12 – sys 파일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아니나 다를까 루트킷 형태의 파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은 정적 분석에서 다뤄볼 것

이다. 이 외에도 자신의 프리패치 파일 추가로 부팅 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하려는 목적을 알 

수 있다.  

 

[Figure 1-2.13 – txt 파일 내부] 

텍스트 파일의 경우 오류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  

이제 프로그램 실행 이후 악의적으로 삭제되거나 수정된 파일이 없으니 레지스트리를 한번 보도

록 하자. 먼저 추가된 레지스트리는 다음과 같다. 

서브 키 이름 데이터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Explorer\ComDlg32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Explorer\ComDlg32\LastVisitedMRU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Explorer\ComDlg32\LastVisitedMRU 

a hex:49,00,6e,00,73,00,7

4,00,61,00,6c,00,6c,00,5

7,00,61,00,74,00,63,00,6

8,00,2e,00,65,00,78,00,6

5,00,00,00,43,00,3a,00,5

c,00,44,00,6f,00,63,00,7

5,00,6d,00,65,00,6e,00,

74,00,73,00,20,00,61,00,

6e,00,64,00,20,00,53,00,

65,00,74,00,74,00,69,00,

6e,00,67,00,73,00,5c,00,



41,00,64,00,6d,00,69,00

,6e,00,69,00,73,00,74,00

,72,00,61,00,74,00,6f,00,

72,00,5c,00,14,bc,d5,d0,

20,00,54,d6,74,ba,00,00

,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Explorer\ComDlg32\LastVisitedMRU 

MRUList "a" 

... 중략 …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

ervices\SharedAccess\Parameters\FirewallPolicy\Stan

dardProfile\AuthorizedApplications\List 

C:\WINDOWS

\system32\sy

stem.exe 

"C:\WINDOWS\syste

m32\system.exe:*:Ena

bled:NvCplDaemon"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

ervices\NvCplDaemon 

ImagePath hex(2):5c,3f,3f,5c,43,3a,

5c,44,4f,43,55,4d,45,7e,

31,5c,41,44,4d,49,4e,49,

7e,31,5c,4c,4f,43,41,4c,5

3,7e,31,5c,54,65,6d,70,5

c,37,32,32,33,30,2e,73,7

9,73,00,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

ervices\NvCplDaemon 

Type dword:00000001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

ervices\NvCplDaemon 

Start dword:00000003 

... 중략 … 

HKEY_USERS\S-1-5-21-1715567821-1450960922-

682003330-

500\Software\Microsoft\Windows\ShellNoRoam\Bag

MRU\0\0\0\0 

MRUListEx hex:00,00,00,00,ff,ff,ff,ff, 

HKEY_USERS\S-1-5-21-1715567821-1450960922-

682003330-

500\Software\Microsoft\Windows\ShellNoRoam\Bag

MRU\0\0\0\0\0 

  

 

추가되는 레지스트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HKL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Parameters\FirewallPolicy\StandardProfile\Au

thorizedApplications\List 아래 C:\WINDOWS\system32\system.exe키의 값과, 

HKLM\CurrentControlSet\Services\NvCplDaemon 아래 ImagePath키의 값이다. 



전자의 경우, 윈도우 방화벽 허용 리스트에 자신을 등록함으로써 외부와의 통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난수 이름의 형태를 갖춘 드라이버 파일인 

\??\C:\DOCUME~1\ADMINI~1\LOCALS~1\Temp\72230.sys의 값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로 드라이버 파일을 등록함으로써 윈도우 시작 시 자동적으로 드라이버가 

실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알 수 있다. 

이제 수정된 레지스트리에 대해 알아보자. 수정된 레지스트리의 경우 눈에 띄는 레지스트리가 얼

마 없어 중요한 레지스트리 하나만 추려보았다. 

서브 키 이름 데이터 

HKLM\Software\\Microsoft\\Windows NT\\

CurrentVersion\\Winlogon  

Userinit  C:\WINDOWS\

system32\

userinit.exe,C:\

WINDOWS\

system32\system.exe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아래 

Userinit은 윈도우 로그온 시 초기화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가 실행됨과 동시에 자신을 실행시키기 위해 위 레지스트리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삭제된 레지스트리는 다음과 같다. 

서브 키 이름 데이터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Appearance\Schemes 

빨강, 흰색 및 

파랑 (VGA) 

hex:02,00,00,00,03,00,0

0,00,01,00,00,00,0d,00,

00,00,0d,00,00, …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Patterns 점있는 마름모 "130 68 40 17 40 68 

130 1"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Multimedia

\Audio\WaveFormats 

라디오 음질 hex:01,00,01,00,22,56,0

0,00,44,ac,00,00,02,00,1

0,00,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ParseAutoexec "1"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ExcludeProfile

Dirs 

"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History;Temp"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BuildNumber dword:00000a28 



NT\CurrentVersion\Winlogon 

… 중략 … 

HKEY_USERS\S-1-5-18\Control 

Panel\Appearance\Schemes 

빨강, 흰색 및 

파랑 (VGA) 

hex:02,00,00,00,03,00,0

0,00,01,00,00,00,0d,00,

00,00,0d,00,00, … 

HKEY_USERS\S-1-5-18\Control Panel\Patterns 점있는 마름모 "130 68 40 17 40 68 

130 1" 

HKEY_USERS\S-1-5-

18\Software\Microsoft\Multimedia\Audio\WaveFor

mats 

라디오 음질 hex:01,00,01,00,22,56,0

0,00,44,ac,00,00,02,00,1

0,00, 

HKEY_USERS\S-1-5-18\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HKEY_USERS\S-1-5-18\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ParseAutoexec "1" 

HKEY_USERS\S-1-5-18\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ExcludeProfile

Dirs 

"Local 

Settings;Temporary 

Internet 

Files;History;Temp" 

HKEY_USERS\S-1-5-18\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Winlogon 

BuildNumber dword:00000a28 

 

많은 레지스트리가 삭제되었지만 그 중 유독 winlogon 관련된 레지스트리가 모두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윈도우 로그온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 1-2.14 - winlogon 서브 키. 악성코드가 실행 중일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다.] 

레지스트리에서 방화벽 정책을 건드린다는 사실에서 외부와의 통신을 한다는 사실을 위에서 보았

다. 그렇다면 악성코드 실행 이후 네트워크 패킷 스트림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확인해보자. 



 

[Figure - 1-2.15 - Wireshark Packet Capture] 

계속해서 sex.pornoturkiye.com에 1028포트부터 실패할 때마다 포트 번호를 1씩 증가시켜 다시 

쿼리를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가 전파되었던 2009년 당시 해당 홈페이지

를 통해 공격자가 명령을 보내려 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

아, 악성 코드가 계속해서 연결될 때까지 요청을 한다. 

 
[Figure - 1-2.16 - 404 에러] 

 



1-3.  745.exe 

 
[Figure – 1-3.1 - Packer 확인] 

프로그램은 UPX 패킹이 되어있다. 간단히 언패킹 후 프로그램을 살펴보려 했지만 IAT가 손상되어

있어 IDA의 Imports를 통한 API를 볼 수 없었다. 

[Figure -1-3.2 - Import Table이 비워져있다.] 

그리하여 Ollydbg를 이용해 분석하기로 했다.  



간단하게 사용되는 함수를 보기 위해 GetProcAddress라는 함수로 Follow하여 해당 위치에 BP를 

걸고 Run했을 때 스택에 저장되는 Caller를 트레이싱하여, 해당위치의 Call Stack을 조사하였다. 

 

[Figure -1-3.3 - icmp.dll LoadLibrary] 

icmp.dll을 로드하는 것으로 보아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1-3.4 - IcmpSendEcho] 

이어서 icmp를 이용한 패킷 전송을 하는 루틴이 보인다. 아마 icmp 터널링을 이용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다. 

 

[Figure -1-3.5 - CreateMutex ~ ReleaseMutex] 

또한 지나치다 보면 뮤텍스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프로세스 동기화 작업이라기 보단 악

성코드를 중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루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1-3.6 - GetTempPath, GetSystemDirectory] 

GetTempPath와 GetSystemDirectory 함수를 통해 임시 폴더와 시스템 폴더의 경로를 가져온다. 

이는 후에 자신을 복사해 넣을 경로로 사용된다. 

 



 
[Figure -1-3.7 - SetSystemTime] 

시스템 시간을 변경하는 함수인 SetSystemTime 함수가 보인다. 이 루틴을 통과하면 시스템 시간

이 2090년 1월 1일 10시 1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밌는 사실은, 실행되는 프로그램

의 이름이 745.exe가 아니라 system.exe라면 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Figure -1-3.8 - CopyFile] 

기존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복사해서 system32 아래에 복사한다. 

 
[Figure -1-3.9 - TransactNamedPipe] 

이 역시 네트워크 소켓과 관련한 함수이다.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다. 

745.exe의 위 루틴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악성코드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만 결정

적으로 레지스트리를 삭제한다던가 추가하는 중요한 부분은 찾지 못한 것 같다. 

정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야 좀 쉽게 찾아지겠지만, IAT 복원이 쉽지 않아 수행할 수 없었다(애초

에 프로그램 자체가 리버싱을 했을 때 해석이 힘들도록 무분별한 JMP 문도 보였고, 이중 패킹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기에.. 포기하였다.) 

 

 

 

 

 

 



1-4.  System driver file 

 

[Figure -1-4.1 - Imports] 

시스템 드라이버 파일은 다행히 IAT가 존재하여 정적분석을 할 수 있었다. 

 

[Figure -1-4.2 – Driver Function] 

모든 서브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분석해내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IoDriver~ 함수를 통해

USB를 이용한 전파도 가능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중요한 루틴들이 

보이긴 했지만 분석 할 수 없는 까닭에 문서에 추가하진 않았다. 

 

 



2.  결론 

해당 악성코드는 다음과 같은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한다. 

1. system.exe라는 이름으로 windows 폴더 아래에 복사한 후 자신보다 높은 프로세스의 모

듈을 물어 프로세스의 삭제, 복사를 방지한다(추측). 

2. 실행 되는 파일 명이 system.exe일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실행과 동시에 시스템 시간을 

2090년 1월 1일 10시 1분으로 만든다. 

3. 지속적으로 특정 URL에 포트를 증가시켜가면서 DNS 쿼리를 주며, 연결이 되지 않았을 

시 자신을 종료시킨 후 에러 메시지를 띄운다. 동시에 자신을 시스템 폴더에 복제시키고 

루트킷 드라이버를 임시 파일에 복사한다. 

4. Winlogon을 담당하는 서브 키 하위 값들을 모두 삭제시키고, 악성코드가 실행 중일 경우 

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5. Userinit에 자신의 경로를 넣음으로써 윈도우 시작 시 실행되게 한다. 

6.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 또는 명령을 수행한다. 

7. USB를 통해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3.  분석 후기 

생에 처음으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보았다. 

정말 아직까진 상당히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리버싱을 배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에서 실전으로 분석한다는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공략해야 생

소한 악성코드라도 분석할 때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지 감이 왔다. 여러 방면에서 한번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