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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Operation ‘Ghost Puppet’ 
 

2018 년 8 월경,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가 발견되었다. 해당 문서 파일은 특정인의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고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일 내부에 ‘GhostScript’ 취약점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가 무심결에 실행할 경우, 취약점으로부터 원격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코드(페이로드)에 감염된다. 

 

공격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공격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위해 한글 문서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공격자가 

한글 문서를 사용한 이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제품은 MS Office 제품군(Excel, Word 등)과 달리 한글이라는 

전용 언어를 사용하는 국산 워드프로세서로써, 사용처가 주로 국가 기관이기에 공격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GhostScript 엔진의 취약점’과 ‘페이로드의 원격제어 기능’과 같은 공격 특징을 토대로 

Operation(작전) 이름을 ‘Ghost Puppet(유령 꼭두각시)’로 명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2 장에서는 ‘Ghost Puppet(유령 꼭두각시)’에서 사용된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악성 한글 문서 

사례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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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한글 파일 문서 분석 

악성 한글 파일 문서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는 취약점이 포함된 포스트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악성코드를 다

운로드하는 기능을 가진다. 

1.1. 파일 정보 

파일명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파일형식 HWP 파일크기 35,328 

콘텐츠 작성날짜 
2018-08-06 

01:54:42(UTC) 

 

01:54:42(UTC)01:54:42(UTC) 

파일버전 - 

마지막 저장날짜 
2018-08-06 

02:31:22(UTC) 
MD5 298A17C20A517DC02BC5388BC645837D 

SHA-256 A9D579819370E860ECE7890C3490CDE17A41F56A63452066C67799191B1AC0EF 

 

1.2. 악성코드 분석 

다음은 악성 한글 문서 파일에 ‘포스트스크립트1 ’가 압축된 화면이다. 본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은 취약점 코드가 

포함된 포스트스크립트로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포스트스크립트는 한글 파일(HWP) 구조 중 ‘BinData’의 

‘BIN0001.ps’에 존재한다. ‘BinData’는 ‘그림이나 OLE 개체와 같이 문서에 첨부된 바이너리 데이터’를 의미하며, 

‘BinData’ 하위의 ‘BIN0001.ps’는 악성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으로서 ‘zlib’ 압축 모듈로 압축(Compress)되어 있다.2 

 

[그림 1] 악성 한글 문서에 포함된 포스트 스크립트(BIN0001.ps) 

                                           
1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 Adobe사에서 만든 페이지 언어 기술의 일종 

2 한글과컴퓨터, ‘HWP 한글 포맷’, 

https://cdn.hancom.com/link/docs/%ED%95%9C%EA%B8%80%EB%AC%B8%EC%84%9C%ED%8C%8C%EC%9D%BC%ED%98%95%EC%8B%9D_5.

0_revision1.2.pdf?_ga=2.221296728.1759778583.1536892497-772840083.153308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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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는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를 ‘고스트 스크립트3 ’로 처리한다. 다음은 ‘gbb.exe’를 통해 

포스트스크립트 ‘C:\Users\(사용자 계정)\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cf808e8.ps’를 로드하

는 화면이다. 

 

[그림 2] ‘gbb.exe’를 통해 포스트 스크립트를 로드하는 화면 

 

 

  

                                           
3 고스트 스크립트(Ghost Script) : 어도비의 포스트스크립트 및 PDF 페이지 기술 언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ESTsecurity 시큐리티대응센터                                                                                       8 

 

2. 악성 포스트스크립트 분석 

‘gbb.exe’에서 실행된 ‘EMB00000cf808e8.ps’는 포스트스크립트로서, 2단계 포스트스크립트 구조를 가진다. 1단계 

포스트스크립트는 ‘2단계 포스트스크립트’를 디코딩하며, 2단계 포스트스크립트는 인젝션 및 다운로더 기능을 가

진 쉘코드를 로드한다. 

2.1. 파일 정보 

파일명 EMB00000cf808e8.ps 파일형식 BIN 파일크기 50,299 

제작날짜 - MD5 30F32AF5034D9D9F6E3581BCF59DCEF0 

SHA-256 C8EDF8F89D49A9F2AFA9CF9E446A6BB78AAD64FDA1656284987A0C085FCDA2B5 

 

2.2. 악성코드 분석 

■ 1단계 포스트스크립트 분석 

다음은 ‘EMB00000cf808e8.ps’에 담긴 포스트스크립트 코드이다. ‘Y101’에 저장된 인코딩된 데이터를 XOR 

키(0xC9582680978FDE80593F2BC164F9AC6F)로 연산한 뒤, 디코딩된 ‘Y101’(2 단계 포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그림 3] 디코딩하여 실행하는 코드 

 

■ 2단계 포스트스크립트 분석 

1 단계 포스트 스크립트로부터 디코딩되어 실행되는 2 단계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고스트스크립트 취약점으로 

인젝션 및 다운로더 기능을 수행하는 쉘코드를 실행한다. 다음은 쉘코드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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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단계 포스트스크립트에 포함된 쉘코드 

 

■ 쉘코드(ShellCode) 분석 

1) Thread Injection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행 중인 ‘explorer.exe’에 Thread 인젝션한다. 인젝션 전 현재 자기 자신의 프로세스 

이름이 ‘explorer.exe’인지 확인한다. 만일 아닌 경우 ‘explorer.exe’ 프로세스에 인젝션을 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C&C4에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실행한다. 다음은 인젝션 및 다운로더 조건 분기 및 설명이다. 

분기 기능 

프로세스 이름이 ‘explorer.exe’인 경우 악성코드 다운로드 및 메모리에서 실행 

프로세스 이름이 ‘explorer.exe’가 아닌 경우 ‘explorer.exe’에 인젝션 

[표 1] 인젝션과 다운로더 기능 조건 분기 및 기능 

 

다음은 ‘explorer.exe’ 프로세스에 코드를 인젝션하는 코드이다. 

 

                                           
4 C&C : 명령 및 제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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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plorer.exe’에 인젝션하는 코드 

 

2) 다운로더 

인젝션되어 실행되는 ‘explorer.exe’에서는 C&C 로부터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운로더 

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다운로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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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쉘코드의 페이로드 다운로드 C&C이며,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gcoin2.swf’, 64비트에서는 ‘gcoin4.swf’를 

다운로드한다. 

운영체제 비트 페이로드 다운로드 C&C 

32비트 https://tpddata[.]com/flash/gcoin2[.]swf 

64비트 https://tpddata[.]com/flash/gcoin4[.]swf 

[표 2] 페이로드 다운로드 C&C 목록 

 

3) 악성 PE 로드 

다운로드 받은 악성 PE를 메모리에 로드한다. 

 

[그림 7] PE 로더 코드 

 

 

 

 

 

 

 

 

 

 

https://tpddata[.]com/flash/gcoin2%5b.%5dswf
https://tpddata[.]com/flash/gcoin4%5b.%5d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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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로드 악성코드 분석 

‘explorer.exe’ 메모리에서 실행되는 ‘gcoin2.swf’ 악성코드는 원격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3.1. gcoin2.swf 파일 정보 

파일명 gcoin2.swf 파일형식 DLL(PE) 파일크기 35,328 

제작날짜 
2018/08/03 

01:34:02(UTC) 
MD5 A7C804B62AE93D708478949F498342F9 

SHA-256 3FF4EBAE6C255D4AE6B747A77F2821F2B619825C7789C7EE5338DA5ECB375395 

 

3.2. gcoin2.swf 상세 분석 

■ C&C 연결 

다음은 공격자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 C&C 에 연결하는 코드이다. 

 

[그림 8] C&C 연결 코드 

 

악성코드에서 사용하는 C&C 는 다음과 같다. 

C&C IP 주소(국가) 

www[.]pakteb[.]com/include/left[.]php 104.221.134.28(미국) 

www[.]nuokejs[.]com/contactus/about[.]php 104.195.1.39(미국) 

www[.]qdbazaar[.]com/include/footer[.]php 104.31.74.89(미국) 

[표 3] 악성코드에서 사용하는 C&C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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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C 에 연결되었을 때 화면이다. 

 

[그림 9] C&C 연결 화면 

 

■ 원격 제어 기능 

C&C 에서 명령을 받은 경우, 공격자가 전송한 명령어에 따라 악성 기능이 수행된다. 원격 제어 코드 및 명령어에 

따른 기능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원격 제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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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명령어 및 기능을 설명한 표이다. 

명령어 기능 설명 

0x1827 OS 버전, 컴퓨터 이름 등 감염 기기 정보 전송 

0x1828 로컬 드라이브 정보 전송 

0x1829 / 0x182A / 0x182B 서버와 통신 기능 수행 

0x182C 파일 다운로드 

0x182D 파일 업로드 

0x182E 프로그램 실행 

0x182F cmd 실행 및 결과 업로드 

0x1830 파일 및 디렉토리 목록 조회 

0x1831 프로세스 목록 조회 

0x1832 프로세스 종료 

0x1834 ‘WM*.tmp’, ‘FM*.tmp’ 파일 삭제 

0x1835 C&C 연결 종료 

0x183C 웹 서버로부터 데이터 다운 및 C&C 업로드 

[표 4] 명령어 및 기능 설명 

 

본 악성코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에는 감염 기기 정보 수집,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프로그램 실행 및 종료가 

있다. 가령 공격자가 감염 기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0x1827’이나 ‘0x1828’, ‘0x1830, ‘0x1831’과 같은 명령을 

내릴 경우, 감염 PC 로부터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또한 ‘0x182E’나 ‘0x1832’를 사용할 경우 원격에서 임의로 

프로그램 실행 및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명령은 바로 ‘0x182C(파일 다운로드)’와 ‘0x182D(파일 업로드)’이다. 왜냐하면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추가 악성코드를 드롭하고 실행할 경우,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다운로드된 악성코드를 파일로 드롭하는 코드이다. 

 

[그림 11] 명령어 ‘0x182C’ - 다운로드된 악성코드를 파일에 드롭하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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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일 업로드 기능의 경우, 관공서 혹은 기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를 공격자에게 유출하게 되어 

다운로드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코드이다. 

 

[그림 12] 명령어 ‘0x182D’ – 파일 내용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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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 데이터 분석 

본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의 메타 데이터 분석에서는 한글 파일 구조체 중 문서 요약 

정보를 다루는 ‘\005HwpSummaryInformation’의 데이터와 문서 파일의 본문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의 메타 데이터 

다음은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의 구조 중 문서에 대한 요약 정보가 담긴 

‘\005HwpSummaryInformation’에서 Title, Author, Last Saved By, Create Time, Last saved Time 데이터 속성 값이다. 

Title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Create Time 
2018-08-06  

01:54:42(UTC) 

Author User Last saved Time 
2018-08-06  

02:31:22(UTC) 

Last Saved By User   

[표 4]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의 메타 데이터 

 

Title, Author, Last Saved By, Create Time, Last saved Time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항목 이름 설명 

Title 문서의 제목 

Author 문서 작성자 

Last Saved By 마지막으로 문서를 저장한 사람 

Create Time 문서 생성 시간 

Last saved Time 문서가 저장된 가장 최근 시간 

[표 5] 각 메타데이터 항목에 대한 속성 설명5 

 

문서 메타데이터로 봤을 때, 해당 악성 파일은 KST 기준으로 약 오전 10 시 54 분경 ‘User’ 계정으로 최초 문서가 

만들어졌고, 약 40 분 뒤에 최종 작성 완료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gcoin2.swf’ 악성 코드의 경우 빌드 

시간(TimeStamp)이 ‘2018 년 08 월 03 일 01:34:02(UTC)’이다. 따라서 한글 악성 파일과 ‘gcoin2.swf’ 파일은 별도의 

시간 조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악성 한글 문서와 원격제어 악성코드 DLL 의 시간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5  Microsoft Corporation, ‘Object Linking and Embeeding (OLE) Property Set Data Structures, 2017-09-15, 

https://winprotocoldoc.blob.core.windows.net/productionwindowsarchives/MS-OLEPS/[MS-OLE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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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악성코드 간의 시간 순서 

 

■ 본문 내용 분석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한글 파일 본문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위반 관련 통지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수신과 같이 금융 관련 내용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노린 공격으로 보여진다. 한편, 문서 상에 ‘되엇다는’ 오타가 있는데, 이는 공격자가 

직접 문서를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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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문서는 유사 수신 등의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성된 게 아닌 인터넷(법무법인 

한우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에 업로드된 양식 6을 토대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명목’ 대신 

‘명복’이라는 오타를 그대로 사용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다음은 해당 한글 파일의 원본으로 보여지는 

문서 파일과 비교한 화면이다.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악성) 유사수신 고발장(1416424660925.hwp)(정상) 

  

[그림 15] ‘악성’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와 ‘정상’ 유사수신 고발장.hwp 비교 화면 

 

 

 

 

 

 

 

 

                                           
6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http://file.onlinesosong.com/resources/upload/media/141642466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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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장 결론 

본 1 장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을 토대로 악성코드 분석과 메타데이터 분석을 

다루었다. 다음은 본 장에서 다룬 분석 내용들이다. 

악성코드 분석 

(1) 한글 문서에 포함된 악성 포스트 스크립트 

(2) 포스트 스크립트로부터 실행되는 쉘코드 

(3) 쉘코드에서 실행되는 원격제어 기능 악성코드(gcoin2.swf) 

메타 데이터 분석 

(1) 악성 한글 문서 ‘\005HwpSummaryInformation’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 

(2) 본문 문서 내용 분석 

[표 5] 1장에서 진행한 악성코드 및 메타 데이터 분석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악성 한글 문서 파일로부터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및 실행되어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원격제어 악성코드와 

악성 한글 문서 상의 빌드 시간에 별 다른 조작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 3 장에서는 본 장에서 다룬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사례와 관련된 악성코드에 대해 유사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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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악성 한글 파일과 

유사성 분석 

03 

-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유사성 

- 포스트스크립트 유사성 

- 쉘코드 유사성 

- 페이로드(원격제어 악성코드) 유사성 

- 2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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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과거 악성 한글 파일과 유사성 분석 
 

앞서 2 장에서는 ‘Ghost Puppet‘에 사용된 악성코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악성 한글 문서 

파일로부터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장에서는 앞 장에서 상세 분석한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사례와 동일한 구조의 쉘코드 및 페이로드를 가지는 19 개의 악성 한글 문서 

파일로 유사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파일의 시기는 2018 년 4 월부터 2018 년 9 월 초까지이다. 

 

악성코드 유사성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악성코드의 변화 과정과 과거 다른 사건에서 사용된 샘플과의 비교를 통해 

‘Ghost Puppet‘으로 추정되는 공격 조직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각 카테고리 별 분석 대상이며, 

악성 한글 문서 파일,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쉘코드(ShellCode), 페이로드(Payload)를 주제로 유사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6] 각 카테고리 별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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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유사성 

‘악성 한글 문서 파일’에서는 각 한글 문서의 메타 데이터와 본문 내용으로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문서 메타 데이터 

다음은 ‘마지막 문서 저장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한 각 악성 한글 문서에 저장된 메타 데이터이다. 메타 데이터로 

볼 때, 작성자나 마지막으로 저장한 작성자는 문서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4 월부터 6 월 중순까지 발견된 문서가 

대부분 ‘TATIANA’ 계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이름 제목 작성자 
마지막으로 

저장한 작성자 
생성 시간 

마지막 문서 

저장 시간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 user-pc TATIANA 

2017.10.04 

15:20:00 

2018.04.03 

11:05:42 

거래처 원장.hwp 거래처 원장 TATIANA TATIANA 
2018.04.10 

03:00:59 

2018.04.10 

03:18:34 

10 년안에 대세가 될 기술 

21 가지.hwp 

10 년 안에 

대세가 될 

기술 21 가지 

Grumpy TATIANA 
2017.11.22 

02:28:05 

2018.05.23 

00:21:41 

국방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hwp 
붙임 2 Lee Changhun TATIANA 

2018.04.23 

01:40:58 

2018.05.23 

00:23:01 

김정민_포폴.hwp 김정민 alosha User 
2017.11.02 

02:52:03 

2018.05.30 

01:41:28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hwp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 
jae TATIANA 

2018.06.01 

01:53:51 

2018.06.01 

01:54:09 

미국의 대테러전쟁.hwp 
미국의 

대테러전쟁 
- TATIANA 

2018.06.01 

01:54:18 

2018.06.01 

01:54:39 

나의 참전수기 모음.hwp 
피묻은 나의 

6.25 전쟁수기 
- TATIANA 

2006.05.15 

09:03:25 

2018.06.01 

01:55:02 

신재영 전산담당 경력.hwp 표준 이력서 
비즈폼 

(bizforms.co.kr) 
TATIANA 

2017.03.21 

04:30:05 

2018.06.14 

00:49:34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hwp 

인  사  발  

령(안) 
- Mosf 

2017.11.07 

01:39:32 

2018.06.14 

10:01:17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결과.hwp 

인  사  발  

령(안) 
- Mosf 

2017.11.07 

01:39:32 

2018.06.15 

07:58:44 

2018 년 운세.hwp - Windows User TATIANA 
2018.04.18 

15:05:00 

2018.06.19 

0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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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트러블.hwp 

《젠더 

트러블》 

주요개념들 

Administrator User 
2018.04.09 

23:55:57 

2018.06.21 

13:55:27 

전자지갑개발자 김고운.hwp 이 력 서 Administrator Vladimir 
2018.04.20 

00:57:00 

2018.07.25 

00:55:26 

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 이해하기 User User 
2018.07.27 

01:33:00 

2018.07.27 

01:48:55 

백서 v1.0[447].hwp WRITTEN BY User User 
2018.07.27 

03:21:00 

2018.07.27 

04:41:53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 - 이현주 

2009.05.12 

09:16:04 

2018.07.31 

01:06:17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 
User User 

2018.08.06 

01:54:42 

2018.08.06 

02:31:22 

일일동향보고_180913.hwp 2014 상호 USER 
2014.06.26 

23:06:06 

2018.09.12 

23:51:06 

[표 6] 각 한글 문서 메타 데이터 

 

■ 시기별 본문 내용 

시기별로 19 개의 문서의 본문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각 문서는 시기별로 이력서, 논문, 보도자료 

등의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부동산 등의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기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이름 본문 내용 주제 

4 월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이력서 

거래처 원장.hwp 회사 외상 매출 장부 

5 월 

10 년안에 대세가 될 기술 

21 가지.hwp 
미래의 IT 기술 설명 

국방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hwp 국방부 정보보호 규정 설명 

김정민_포폴.hwp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6 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hwp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요청’ 논문 

미국의 대테러전쟁.hwp ‘미국의 대테러전쟁’ 연구논문 

나의 참전수기 모음.hwp 6.25 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수기 

신재영 전산담당 경력.hwp 이력서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hwp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보도자료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결과.hwp 

‘제 2 차 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그룹 회의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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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운세.hwp 2018 년 양띠 운세 관련 내용 

젠더 트러블.hwp ‘젠더 트러블’ 발제 내용 

7 월 

전자지갑개발자 김고운.hwp 이력서 

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 가상화폐 거래소 설명 

백서 v1.0[447].hwp 가상화폐 거래소 설명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2018 년 대중문화예술상 후보 

8 월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유사수신행위 관련 위반 통보 

9 월 일일동향보고_180913.hwp 부동산 관련 일일 동향 

[표 7] 시기별 각 악성 한글 문서 별 본문 내용 

 

2. 포스트스크립트 유사성 

포스트스크립트 유사성에서는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의 포스트스크립트에서 사용된 디코딩 방식과 키를 

살펴보고자 한다. 

 

■ XOR 디코딩 방식 및 키 

본 19 개의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의 포스트스크립트는 모두 XOR 연산으로 디코딩을 수행한다. 다음은 악성 한글 

문서 파일에서 사용하는 XOR 디코딩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디코딩 방식은 ‘1Byte XOR 디코딩 방식’과 ‘16Byte 

XOR 디코딩 방식7’으로 나뉜다. 그리고 1Byte XOR 디코딩 방식은 XOR 횟수에 따라 1 회, 2 회로 나뉜다. 

XOR 디코딩 방식 XOR 횟수 디코딩 방식 설명 

1Byte XOR 

디코딩 방식 

1 회 인코딩된 쉘코드를 1Byte 고정키로 XOR 연산 및 실행 

2 회 
인코딩된 쉘코드를 1Byte 고정키 및 가변키(0x00~0xFF)으로 XOR 연산 및 

실행 

16Byte XOR 

디코딩 방식 
1 회 

인코딩된 ‘쉘코드를 로드하는 포스트스크립트’을 16Byte 고정키로 XOR 

연산 및 실행 

[표 8] 포스트스크립트 구조 별 설명 

 

1) 1Byte XOR 디코딩 방식(1 회) - 고정키(0x29) 사용 

다음은 1Byte 고정키(0x29)로 인코딩된 쉘코드에 대해 XOR 연산을 1 회 수행하여 디코딩하는 코드이다. 

                                           
7 16Byte XOR 디코딩 구조는 본 문서 p.7에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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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Byte XOR KEY(0x29)로 디코딩하는 코드 

 

2) 1Byte XOR 디코딩 방식(2 회) – 고정키(0x29) + 가변키(0x00 ~ 0xFF) 사용 

인코딩된 쉘코드를 1Byte 고정키(0x29)와 가변키(0x00 ~ 0xFF)로 XOR 연산을 2 회 실행하여 디코딩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8] 고정키와 가변키로 2회 XOR 디코딩 연산하는 코드 

 

3) 16Byte XOR 디코딩 방식 

‘16Byte XOR 디코딩 방식’은 다음과 같이 16Byte XOR 고정키로 ‘인코딩된 포스트스크립트’를 XOR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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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인코딩된 포스트스크립트’를 16Byte XOR Key로 디코딩하는 코드 

 

다음은 각 악성 한글 문서 파일 별로 XOR 디코딩 방식 및 키를 정리한 표이다. 표를 통해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부터 ‘나의 참전수기 모음.hwp’은 1Byte XOR 고정키(0x29)를 사용하는 점, ‘신재영 

전산담당 경력.hwp’부터 ‘젠더 트러블.hwp’는 동일한 1Byte XOR 고정키(0x29)와 가변키(0x00 ~ 0xFF)를 사용하는 

점, ‘전자지갑개발자 김고운.hwp‘부터 ‘일일동향보고_180913.hwp‘는 16Byte XOR 고정키를 사용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격자가 지속적으로 디코딩 방식을 변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이름 
마지막 문서 

저장 시간 
XOR 디코딩 방식 XOR KEY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2018.04.03 

11:05:42 

1Byte XOR 고정키 

사용 
고정키(0x29) 

거래처 원장.hwp 
2018.04.10 

03:18:34 

10 년안에 대세가 될 기술 

21 가지.hwp 

2018.05.23 

00:21:41 

국방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hwp 

2018.05.23 

00:23:01 

김정민_포폴.hwp 
2018.05.30 

01:41:28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hwp 

2018.06.01 

01:54:09 

미국의 대테러전쟁.hwp 
2018.06.01 

01:54:39 

나의 참전수기 모음.hwp 
2018.06.01 

01:55:02 

신재영 전산담당 경력.hwp 
2018.06.14 

00:49:34 
1Byte XOR 고정키 

+ 가변키(0x00 ~ 

0xFF) 사용 

고정키(0x29) + 가변키(0x00 ~ 0xFF)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hwp 

2018.06.14 

10:01:17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결과.hwp 

2018.06.15 

0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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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운세.hwp 
2018.06.19 

01:24:44 

젠더 트러블.hwp 
2018.06.21 

13:55:27 

전자지갑개발자 김고운.hwp 
2018.07.25 

00:55:26 

16Byte XOR 

고정키 사용 

0x566F7B3F6AF8D0B00593F3A83CD8AF16 

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 
2018.07.27 

01:48:55 
0x232D62780B008483D7161692965141BB 

백서 v1.0[447].hwp 
2018.07.27 

04:41:53 
0x1F1D3EB92305EDC2098CEB4931243A59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2018.07.31 

01:06:17 
0xB95180B9AF1C59CAEF465A84C304BAD8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2018.08.06 

02:31:22 
0xC9582680978FDE80593F2BC164F9AC6F 

일일동향보고_180913.hwp 
2018.09.12 

23:51:06 
0x4EA3B485752D60E75F7F72D372FE12E4 

[표 9] 각 악성 한글 문서 별 XOR 디코딩 구조 및 키 

 

3. 쉘코드 유사성 

쉘코드(ShellCode) 유사성에서는 쉘코드 공통 요소, 다운로드된 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코드의 유무, 페이로드 

다운로드 C&C 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쉘코드 공통 요소 

다음은 쉘코드에서 발견된 공통 요소이다. 공통 요소에는 ‘시그니처’, ‘페이로드 감염 방식’과 ‘인젝션 대상 프로세

스’가 있다. 다음은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의 쉘코드 시작 코드이며, 시그

니처 ‘0xAABBCCDD’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파일 외 19개 파일 모두 공통적으로 시그니처 ‘0xAABBCCDD’이 있

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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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그림 20] 쉘코드에서 ‘AABBCCDD’ 시그니쳐를 찾는 코드 

 

또한 각 악성 한글 문서에 포함된 쉘코드는 모두 동일한 시그니처, 페이로드 감염 방식, 인젝션 대상 프로세스를 

가진다. 다음은 쉘코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그니처’, ‘페이로드 감염 방식’, ‘인젝션 대상 프로세스’를 정리

한 표이다. 

공통 요소 값 

시그니처 0xAABBCCDD 

페이로드 감염 방식 Thread Injection & Downloader 

인젝션 대상 프로세스 explorer.exe 

[표 10] 쉘코드 공통 요소 

 

■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디코딩 코드 유무 

쉘코드 상에서 다운로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운로드된 악성코드를 메모리에 로드 및 실행한다. 특징

적으로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일일동향보고_180913.hwp’ 2개 샘플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데이

터를 ‘0xAA’ 키로 XOR 디코딩을 수행하고 로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은 각 악성 한글 문서 파일 별 

XOR 디코딩 루틴의 유무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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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한글 문서 파일 이름 XOR 디코딩 루틴 사용 여부 XOR KEY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X X 

거래처 원장.hwp 

10 년안에 대세가 될 기술 

21 가지.hwp 

국방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hwp 

김정민_포폴.hwp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hwp 

미국의 대테러전쟁.hwp 

나의 참전수기 모음.hwp 

신재영 전산담당 경력.hwp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hwp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결과.hwp 

2018 년 운세.hwp 

젠더 트러블.hwp 

전자지갑개발자 김고운.hwp 

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 

백서 v1.0[447].hwp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O 0xAA 

일일동향보고_180913.hwp 

[표 11] 각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의 쉘코드에서 디코딩 루틴 사용 유무 

 

다음은 디코딩 루틴이 없는 ‘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와 디코딩 루틴이 존재하는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

술상[440].hwp’을 비교한 코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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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그림 21] 다운로드된 데이터의 디코딩 루틴 유무 비교 

 

■ 페이로드 다운로드 C&C 

다음은 각 악성 한글 문서의 쉘코드의 페이로드 C&C 목록이다. C&C 목록을 통해 2 가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다운로드되는 페이로드가 PE(DLL)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확장자는 각각 ‘thm’, ‘avi’, ‘dmg’, ’md’, ‘swf’ 

등으로 위장되어 있다. 확장자를 위장함으로써 윈도우 악성 파일인 점을 숨기기 위한 공격자의 의도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는, C&C 의 시간 동일성이다. 4 월 3 일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와 

8 월 6 일에 저장된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에 사용된 C&C 도메인(tpddata[.]com)가 동일하다. 이는 공격자는 

4 월부터 8 월까지 동일한 C&C 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 5 월 23 ~ 30 일, 6 월 1 일, 

6 월 14 ~ 15 일, 6 월 19 ~ 21 일, 7 월 25 일 ~ 27 일에 저장된 악성 한글 문서가 모두 동일한 ‘페이로드 다운로드 

C&C’를 가리킨다. 

악성 한글 문서 파일 이름 마지막 문서 저장 시간 페이로드 다운로드 C&C 

현종석 트레이딩시스템 

경력기술서.hwp 
2018.04.03 11:05:42 

https://tpddata[.]com/skins/skin-6.thm 

https://tpddata[.]com/skins/skin-8.thm 

거래처 원장.hwp 2018.04.10 03:18:34 
w3jslibs[.]com/resource/star3.avi 

w3jslibs[.]com/resource/star6.avi 

10 년안에 대세가 될 기술 

21 가지.hwp 
2018.05.23 00:21:41 

https://www[.]daslibs[.]com/res/prof3.db 

https://www[.]daslibs[.]com/res/prof6.db 국방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hwp 2018.05.23 00:23:01 

김정민_포폴.hwp 2018.05.30 01:41:28 

https://tpddata[.]com/skins/skin-6.thm
https://tpddata[.]com/skins/skin-8.thm
https://www[.]daslibs[.]com/res/prof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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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hwp 2018.06.01 01:54:09 
https://itaddnet[.]com/res/prof3.db 

https://itaddnet[.]com/res/prof6.db 
미국의 대테러전쟁.hwp 2018.06.01 01:54:39 

나의 참전수기 모음.hwp 2018.06.01 01:55:02 

신재영 전산담당 경력.hwp 2018.06.14 00:49:34 

https://tpddata[.]com/skins/skin-6[.]thm 

https://tpddata[.]com/skins/skin-8[.]thm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hwp 2018.06.14 10:01:17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결과.hwp 
2018.06.15 07:58:44 

2018 년 운세.hwp 2018.06.19 01:24:44 https://wifispeedcheck[.]net/upload/conf3.dat 

https://wifispeedcheck[.]net/upload/conf6.dat 젠더 트러블.hwp 2018.06.21 13:55:27 

전자지갑개발자 김고운.hwp 2018.07.25 00:55:26 
https://sfacor[.]com/upload/profile_2.dmg 

https://sfacor[.]com/upload/profile_4.dmg 
알트플래닛이해하기[448].hwp 2018.07.27 01:48:55 

백서 v1.0[447].hwp 2018.07.27 04:41:53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440].hwp 
2018.07.31 01:06:17 

https://totobbs[.]com/data/flower0.md 

https://totobbs[.]com/data/flower1.md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2018.08.06 02:31:22 
https://tpddata[.]com/flash/gcoin2[.]swf 

https://tpddata[.]com/flash/gcoin4[.]swf 

일일동향보고_180913.hwp 2018.09.12 23:51:06 

https://tamil[.]eronow[.]in/wp-

content/uploads/2018/04/profile_1.gif 

https://tamil[.]eronow[.]in/wp-

content/uploads/2018/04/profile_2.gif 

[표 12] 각 악성 한글 문서 별 페이로드 다운로드 C&C 

 

각 확장자 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확장자 설명 

thm 동영상 썸네일 정보 보관 파일 

db 데이터베이스 파일 

dat 데이터 파일 

avi 동영상 확장자 파일 

dmg Mac OS X 디스크 이미지 파일 

md 마크다운 파일 

swf Adobe 플래시 파일 

gif 비트맵 그래픽 파일 포맷 

[표 13] 확장자 설명 

 

4. 페이로드(원격제어 악성코드) 유사성 

https://itaddnet[.]com/res/prof3.db
https://tpddata[.]com/skins/skin-6%5b.%5dthm
https://tpddata[.]com/skins/skin-8%5b.%5dthm
https://wifispeedcheck[.]net/upload/conf3.dat
https://totobbs[.]com/data/flower0.md
https://tpddata[.]com/flash/gcoin2%5b.%5dswf
https://tpddata[.]com/flash/gcoin4%5b.%5dswf
htt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profile_1.gif
htt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profile_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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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글 문서의 취약점에 의해 메모리에서 실행되는 페이로드(원격제어 악성코드)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원격제어 악성코드마다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C&C 를 확인해보고, 시그니처 문자열로 Operation 

‘Ghost Puppet‘와 이전 시기에 발견된 악성코드를 비교하고자 한다. 

 

■ 페이로드 C&C 

다음은 각 페이로드 별로 원격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결하는 C&C 리스트이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가 ‘php’인 점이 동일하다. 또한, 각 사이트마다 IP 및 도메인 이름이 상이한 점은 공격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도메인 및 IP 를 활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성코드 이름 C&C IP 

skin-6.thm 

skin-8.thm 

www[.]anlway[.]com/include/arc.search.class.php - 

www[.]apshenyihl[.]com/include/arc.speclist.class.php 104.224.234.200 

www[.]ap8898[.]com/include/arc.search.class.php 104.222.238.212 

star3.avi 

star6.avi 

www[.]10vs[.]net/include/left.php 104.224.219.109 

www[.]168va[.]com/include/data/left.php - 

www[.]1996hengyou[.]com/include/dialog/left.php 160.124.191.80 

profile_2.dmg 

profile_4.dmg 

www[.]markcoprintandcopy[.]com/data/helper.php 104.222.230.71 

www[.]aedlifepower[.]com/include/image.php 104.195.1.35 

www[.]919xy[.]com/contactus/about.php 104.222.233.78 

flower0.md 

flower1.md 

dgjswgl[.]com/include/freelist.php 160.124.191.100 

lfsyjk[.]com/include/listview.php 160.124.192.126 

lnlyjd[.]com/include/control.php 104.217.233.72 

gcoin2.swf 

gcoin4.swf 

www[.]pakteb[.]com/include/left.php 104.221.134.28 

www[.]nuokejs[.]com/contactus/about.php 104.195.1.39 

www[.]qdbazaar[.]com/include/footer.php 45.34.107.2 

prof3.db 

prof6.db 

www[.]marmarademo[.]com/include/extend.php 104.195.0.62 

www[.]33cow[.]com/include/control.php - 

www[.]97nb[.]net/include/arc.sglistview.php 208.91.197.46 

conf3.dat 

conf6.dat 

www[.]aloe-china[.]com/include/bottom.php 104.222.238.216 

www[.]92myhw[.]com/include/inc/inc_common.php 182.237.0.67 

www[.]aisou123[.]com/include/dialog/common.php 104.224.219.107 

profile_1.gif 

profile_2.gif 

http://aurumgroup[.]co[.]id/wp-includes/rest.php 156.67.211.196 

http://www[.]51shousheng[.]com/include/partview.php 172.80.1.182 

http://new[.]titanik[.]fr/wp-includes/common.php 213.186.33.3 

[표 14] 각 페이로드 별 C&C 

 

http://www.anlway.com/include/arc.search.class.php
http://www.apshenyihl.com/include/arc.speclist.class.php
http://www.10vs.net/include/left.php
http://www.markcoprintandcopy.com/data/helper.php
http://www.aedlifepower.com/include/imag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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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문자열 유사성 

1) 파일 및 폴더 수집 함수의 문자열 유사성 

다음은 악성코드의 명령제어 기능 중 디렉토리 내 파일 및 폴더 이름을 수집하는 코드들이다. 특징적으로 7.7 

디도스 사건, 중앙일보 해킹 사건, ‘Ghost Puppet ‘에서 파일 및 폴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시그니처 문자열을 

사용한다. ‘Ghost Puppet‘에서는 ‘폴더’는 ‘:FZ:’, 파일은 ‘:GY:’, 수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 시그니처(Signature) 

문자열을 사용한다. 특징적으로 관련 사건 모두 사용한 특수기호 및 사용 위치가 유사하다. 

2009 년 7 월 7 일 7.7 디도스 사건 2012 년 6 월 9 일 중앙일보 해킹 사건 

A7328FB36AF985BCAE0ED4EC7FA75659 78E8C150481107D7A5ED99E7E420FD24 

 
 

Ghost Puppet(gcoin2.swf)  

A7C804B62AE93D708478949F498342F9  

 

 

[그림 22] 각 사건 악성코드에서 확인되는 수집 시그니처 문자열 

 

 폴더 시그니처 파일 시그니처 수집 완료 시그니처 

7.7 디도스 사건 :RV: :AG: <!;; 

중앙일보 해킹 사건 :DR: :FL: <;;< 

Ghost Puppet :FZ: :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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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 사건 별로 정리한 시그니처 문자열 

 

2) cmd 문자열 유사성 

다음은 명령제어 기능 중 명령 프롬프트(cmd.exe)를 실행하는 코드이다. 2009 년 7.7 디도스 사건에서 2011 년 

4 월 12 일 농협 해킹 사건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sd.e%sc "%s > %s", 2012 년 6 월 중앙일보 해킹 사건부터 

‘Ghost Puppet’까지는 ‘%sd.e%sc "%s > %s" 2>&1’ 명령어 문자열을 사용한다. 해당 명령어 문자열은 

명령프롬프트에서 명령어 수행 결과를 파일로 출력하는 기능을 하며, ‘2>&1’는 명령어 실행에 따른 에러 

메시지를 파일로 출력한다. 

2009 년 7 월 7 일 7.7 디도스 사건 2011 년 04 월 12 일 농협 해킹 사건 

A7328FB36AF985BCAE0ED4EC7FA75659 7706D38718707A73DCE032F79EEA43EF 

 
 

2012 년 06 월 중앙일보 해킹 사건 2013 년 06 월 25 일 청와대 

78E8C150481107D7A5ED99E7E420FD24 5C35360D28082E6E32D3E8EE34784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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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11 월 소니 픽쳐스 사건 IZEX 디지털 서명을 도용한 악성코드 

E904BF93403C0FB08B9683A9E858C73E FA6EE9E969DF5CA4524DAA77C172A1A7 

 
 

Ghost Puppet (gcoin2.swf)  

A7C804B62AE93D708478949F49834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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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각 사건 별 악성코드에서 발견된 cmd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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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장 결론 

본 2 장에서는 1 장에서 다룬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을 포함한 총 18 개의 악성 한글 파일 문서를 ‘악성 

한글 문서 파일’, ‘포스트스크립트’, ‘쉘코드’, ‘페이로드’ 4 개의 카테고리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Operation 

Puppet’ 관련 샘플들의 분석으로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24] Operation ‘Ghost Puppet’ 유사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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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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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결론 
 

Operation ‘Ghost Puppet‘에서 사용한 ‘유사수신행위 위반통보.hwp’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은 취약점을 통해 

쉘코드를 실행하고 원격제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실행한다. 최종적으로 공격자가 감염 PC 를 원격으로 

제어하게 되어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명령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Ghost Puppet‘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19 개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각 악성 문서 파일 모두 

쉘코드와 페이로드(원격제어 악성코드)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TATIANA’ 등의 다양한 

메타데이터와 다수의 C&C 를 활용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격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로드에서 

사용되는 ‘cmd 문자열’, ‘파일 및 폴더 수집 함수의 문자열’은 과거 2007 년 7.7 디도스 사건부터 2014 년 

소니픽쳐스 사건에 사용된 악성코드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는 2018 년 4 월부터 2018 년 9 월까지의 특정 시기에 발견된 악성 한글 문서 19 개를 

대상으로 ‘Ghost Puppet’이라 명명한 작전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룬 파일 혹은 방법 외에 또 다른 

스타일로 제작된 악성 한글 문서가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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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Indicator of Compromise (IoC) 
 

■ Reference 

- ESTsecurity 알약 블로그, '오퍼레이션 스타크루저(Operation Starcruiser)' 그룹의 변종 악성코드 발견 주의,  

http://blog.alyac.co.kr/1755 

- ESTsecurity 알약 블로그, 국가기반 APT 그룹 '오퍼레이션 스타크루저(Operation Starcruiser)' 수행 … 사이버 

첩보활동 지속‘, http://blog.alyac.co.kr/1653 

- ESTsecurity 알약 블로그, '오퍼레이션 배틀크루저' 다양한 취약점으로 국내외 APT 공격 지속, 

http://blog.alyac.co.kr/1625 

- 한글과컴퓨터, ‘HWP 한글 포맷’, 

https://cdn.hancom.com/link/docs/%ED%95%9C%EA%B8%80%EB%AC%B8%EC%84%9C%ED%8C%8C%EC%9D%BC

%ED%98%95%EC%8B%9D_5.0_revision1.2.pdf?_ga=2.221296728.1759778583.1536892497-772840083.1533087032 

- Microsoft Corporation, ‘Object Linking and Embeeding (OLE) Property Set Data Structures, 2017-09-15, 

https://winprotocoldoc.blob.core.windows.net/productionwindowsarchives/MS-OLEPS/[MS-OLEPS].pdf 

- 온라인소송닷컴, http://file.onlinesosong.com/resources/upload/media/1416424660925.hwp 

 

■ Malware MD5 

A7C804B62AE93D708478949F498342F9 

86685EC8C3C717AA2A9702E2C9DEC379 

A3B2D8A13B8B63908C5CE9AFD0BECC4D 

83127FCA1209E0A866ADD74D9B7D95A5 

425DFB5944DAB3B3ADBFFE5128F4CF29 

CEA52553AED83E408702AD7C03F287C7 

EB6275A24D047E3BE05C2B4E5F50703D 

A6D1424E1C33AC7A95EB5B92B923C511 

361C2C5BE75439DDA958DAA6032CAB49 

667CF9E8EC1DAC7812F92BD77AF702A1 

912F87392A889070DBB1097A82CCD93F 

778A7ED1AA3CE2D8EB719765CAC3C166 

786124B0D0845785C0D156E400FF3E8D 

AA7F506B0C30D76557C82DBA45116CCC 

5A7718F70ACE857D2F9C9E09EC5D54F1 

23F8A0C5EFB2CA33E389E0A3D98C254E 

A43DFBFAD77B5AA974CD475744AB8182 

DF7328F9F6FBAB00C63E6C398C961502 

http://blog.alyac.co.kr/1653
http://file.onlinesosong.com/resources/upload/media/141642466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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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C78B84F0153BA64D30EA986C3E682B 

2228FEA495BEE51DC88C1A0ED953450A 

298A17C20A517DC02BC5388BC645837D 

E8BF331858B173EAC8BD2B2227821022 

06CFC6CDA57FB5B67EE3EB0400DD5B97 

87E252E3DA6C02BF531A6CFB788F122A 

631F1C63FF87399E5E73C7D94D62532F 

69AD5BD4B881D6D1FDB7B19939903E0B 

CF09201F02F2EDB9C555942A2D6B01D4 

053E0EAB3D9F096D396BD86786669C2E 

2898A8BB7CC7639B7BD1080F9AD00E79 

9F0A4C0A8E458F0AF6267395C5679695 

2564B6D322153DCA5DF65E80C09F2710 

CCEC37A4D9D5B3D5D670FF925BF1B98B 

F392492EF5EA1B399B4C0AF38810B0D6 

A1F98A72F8BFF1CE60246363AF673C2D 

FCBE4B5A31C37751C561D12B8FC48CA4 

A7328FB36AF985BCAE0ED4EC7FA75659 

78E8C150481107D7A5ED99E7E420FD24 

7706D38718707A73DCE032F79EEA43EF 

5C35360D28082E6E32D3E8EE347843FB 

E904BF93403C0FB08B9683A9E858C73E 

FA6EE9E969DF5CA4524DAA77C172A1A7 

 

 

■ C&C Domain 

www[.]anlway[.]com/include/arc.search.class.php 

www[.]apshenyihl[.]com/include/arc.speclist.class.php 

www[.]ap8898[.]com/include/arc.search.class.php 

www[.]10vs[.]net/include/left.php 

www[.]168va[.]com/include/data/left.php 

www[.]1996hengyou[.]com/include/dialog/left.php 

www[.]markcoprintandcopy[.]com/data/helper.php 

www[.]aedlifepower[.]com/include/image.php 

www[.]919xy[.]com/contactus/about.php 

dgjswgl[.]com/include/freelist.php 

lfsyjk[.]com/include/listview.php 

lnlyjd[.]com/include/control.php 

www[.]pakteb[.]com/include/left.php 

www[.]nuokejs[.]com/contactus/abou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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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qdbazaar[.]com/include/footer.php 

www[.]marmarademo[.]com/include/extend.php 

www[.]33cow[.]com/include/control.php 

www[.]97nb[.]net/include/arc.sglistview.php 

www[.]aloe-china[.]com/include/bottom.php 

www[.]92myhw[.]com/include/inc/inc_common.php 

www[.]aisou123[.]com/include/dialog/common.php 

https://tpddata[.]com/skins/skin-6.thm  

https://tpddata[.]com/skins/skin-8.thm 

w3jslibs[.]com/resource/star3.avi  

w3jslibs[.]com/resource/star6.avi 

https://www[.]daslibs[.]com/res/prof3.db  

https://www[.]daslibs[.]com/res/prof6.db 

https://itaddnet[.]com/res/prof3.db  

https://itaddnet[.]com/res/prof6.db 

https://tpddata[.]com/skins/skin-6.thm 

https://tpddata[.]com/skins/skin-8.thm 

https://wifispeedcheck[.]net/upload/conf3.dat  

https://wifispeedcheck[.]net/upload/conf6.dat 

https://sfacor[.]com/upload/profile_2.dmg  

https://sfacor[.]com/upload/profile_4.dmg 

https://totobbs[.]com/data/flower0.md  

https://totobbs[.]com/data/flower1.md 

https://tpddata[.]com/flash/gcoin2[.]swf  

https://tpddata[.]com/flash/gcoin4[.]swf 

htt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profile_1.gif  

https://tamil[.]eronow[.]in/wp-content/uploads/2018/04/profile_2.gif 

http://aurumgroup[.]co[.]id/wp-includes/rest.php 

http://www[.]51shousheng[.]com/include/partview.php 

http://new[.]titanik[.]fr/wp-includes/common.php 

 

 

  

https://www[.]daslibs[.]com/res/prof3.db
https://itaddnet[.]com/res/prof6.db
https://tpddata[.]com/flash/gcoin4%5b.%5d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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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내용은 ㈜이스트시큐리티와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인용, 복제, 복사, 저장, 전송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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