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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은닉사이트에 숨겨진 악성코드 가운데 30%이상이 정보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보유출 관련 악성코드
비중은 33.6%로 14.9%인 랜섬웨어 보다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정보유출 관련
악성코드 배포 현황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계정 정보유출 (25.3%), 기기 정보유출
(5.8%), 금융 정보유출 (2.1%), 키로깅 (0.4%) 입니다.
이처럼 정보유출 관련 악성 공격이 많은 이유는, 정보가 무형이지만 자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관련 악성코드 툴을 판매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성코드 툴로 ‘Orcus RAT’

2 )

이 있습니다. 해당 악성코드 툴은

트로잔의 일종으로 일반인도 쉽게 정보유출 악성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CERT팀은 Orcus RAT이 ‘한글파일’, ‘워드파일’, ‘게임’ 등 여러 응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를 포착했습니다. Orcus RAT은 감염 기기에서 얻은 정보를
해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해갑니다.

참고로

Orcus

RAT은

일반적인

트로잔처럼 잠입에 쉽게 만들어진 악성코드이기 때문에 개인 기기에 설치한 백신으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Orcus RAT에서 가상환경 탐지 우회, 악성 네트워크 분석
툴 우회하는 기능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보안 전문가가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데에
어렵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위협적인 Orcus RAT을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Orcus RAT이 일반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구글에서는 Orcus RAT 해커를 위한 모바일 앱도 올라와 있습니다.
Orcus RAT이 정보유출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CERT팀은 이번
8월호에는 Orcus RAT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2장은 Orcus RAT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악성 공격이 APT 관점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CERT팀에서 분석한 Orcus RAT의 상세
행위정보를

분석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Orcus

RAT

어떻게

정보를

대응방안으로

탈취하는지를

저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동향 보고서”, 2018년 7월.
2) RAT (Remote Access Trojan): 시스템에 은닉해 원격으로 해커와 통신하는 트로잔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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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cus RAT과 APT 공격
2장에서는 Orcus RAT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T 공격 관점에서
Orcus RAT 어떤 위협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1. Orcus RAT 분석 내용
Orcus RAT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Orcus RAT 등장 배경

[그림 2-1] Orcus RAT 앱 배포 사이트 캡처 화면

Orcus RAT은 2016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발견 당시
다크웹에서 40달러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3 ). 팔로알토는 Orcus RAT의 등장 배경을
추적했는데, 2015년 익명 ‘소르주스 (Sorzus)’가 해커 포럼에 올린 ‘Schnorchel’ 툴을
기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툴은 오픈소스로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커포럼의 익명의 ‘아르마다 (Armada)’가 소르주스에게 Schnorchel 툴을 유료화
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하게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Orcus RAT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르주스와 아르마다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르주스는
개발을 담당하고 아르마다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Palo Alto (2016), “Birth of an unusual plugin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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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사실은, 아르마다가 해당 제품을 영업할 때 Orcus RAT 을 일반 시스템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4 ) 영업 담당자 아르마다는 전산 담당자를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Remote Access Trojan”이 아닌 합법적인 “Remote Administration Tool”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크웹뿐만 아니라 페이스 북 등 SNS 에서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더욱이 Orcus RAT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사이트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안 연구소에서는 Orcus RAT 을 악성코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CERT 팀 또한 분석해본 결과 Orcus RAT 은 명확한 악성코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1.2. Orcus RAT 공격 특성

[그림 2-2] Orcus RAT 공격 과정도

그림 2-2는 Orcus RAT의 공격 과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Orcus RAT의 배포 과정을
조사한 결과, 특정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배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Orcus RAT은 트로잔처럼 보안 검열을 피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잠복의 용이성을 향상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가상화 탐지 우회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Orcus RAT은 특정 가상환경에서

4) Krebs on Security, “Canadian Man Behind Popular ‘Orcus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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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다는 것을 인지하면 정보탈취와 같은 악성행위를 중지시키는데, 이는 보안 분석을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동적분석 기반 악성 탐지 시스템은 안정성을 위해 별도의
가상환경에 악성코드를 실행해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Orcus
RAT은 가상환경을 인지하고 동작 하지 않는다면 동적분석 기반 악성 탐지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우회를 위해 특정 네트워크 분석 툴에서도
동작하지 않는 우회 기술도 발견했습니다.
Orcus RAT이 사용자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잠입하면, 감염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C2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정보 탈취 유형은 감염자에게 위협적으로 많다. 키로거, 화면
정보, 웹캠, 마이크로폰, 자동 원격 관제, 패스워드 등을 탈취할 수 있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해커를 위한 관리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커는 쉽게 탈취 정보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2.2. APT 공격 관점의 Orcus RAT
Orcus RAT은 중요 정보를 탈취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악성코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도의 우회 수법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과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고려했을 때, Orcus RAT은 매우 위협적인 악성코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에서 보았을 때 Orcus RAT은 매우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PT는 특정 목표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을 뜻합니다. APT 공격은 크게 시스템 침투, 잠입, 그리고 목표물
공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Orcus RAT은 목표물 공격으로 이어지게 끔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Orcus RAT은 여러 우회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침투 시에 쉬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잠입단계에서도 유용합니다. 대부분 APT 공격은 한 번에 목표물 공격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물 접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공격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과정이 잠입에 해당합니다. Orcus RAT은 정보 탈취형과 은닉형에
고안된 악성코드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목표물 대상 접근에 매우 유용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Orcus RAT은 매우 위협적인 악성코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APT 공격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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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행위 분석 (Orcus RAT)
수산INT CERT에서는 Orcus RAT을 실제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분석 파일 정보
분석 파일명은 “[임의로 지정 된 파일명].exe” 입니다.
해당 파일 해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MD5: 8559ea29b2819d2580dd0ab237005373

-

SHA-1: 5b17c72761ee8a905f4c6956c8ce82db2d2d54f4

-

SHA-256: 2133dfa771bfcd154a677b6cafcad20eb703afbd2fe91a305d165bd14504da25

해당 악성 파일은 밑의 그림에 보이는 것 과 같이 정상 프로그램 (Golden Recods Vinyl
to CD Converter) 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파일 설명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림 3-1] 악성 파일 과 정상 파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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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행 증상
Orcus RAT 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였습니다 (그림 3-2 참조).
1.

정상 파일 (Golden Recods Vinylto CD Converter) 다운로드 및 실행

2.

레지스트리 변조 reg add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 추가 “Golden.exe”를 복제하여 다른
폴더에 옮긴 것을 실행하는 명령어

3.

Notepad.exe (메모장)로 위장한 MSBuild.exe를 이용하여 스크립트 빌드 후 악성 DLL 실행

4.

Cmd 명령어를 통하여 Notpad.exe 실행 확인 후 없을 경우, 악성파일 재실행

[그림 3-2] Orcus RAT 실행 과정

7

월간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2018-08)

[그림

3-3]에서의

“RTengine.exe”

악성

파일은

[그림

3-1]

그림과

같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악성 파일이며, 파일 아이콘은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을 아이콘으로 본 뜬 것으로 보안 특정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아이콘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의 그림은 자동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도출된 프로세스 구조입니다.

[그림 3-3] Process Tree

위의 그림에 ”RTengine.exe” 악성 파일 실행 후 ”reg.exe” (레지스트리 관련 파일)로 변조
를 하는 흔적이 보여집니다. 변조 내용은 “C:\Users\????\AppData\Local\Temp\RealT”
폴더에 자기자신을 복제 및 bat 파일을 생성 하게 됩니다.

[그림 3-4] 악성파일 자기자신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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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C:\Users\????\AppData\Local\Temp\RealT”

폴더에

설치

되어있는

RTengine.exe.bat 스크립트 내용이며, 300초의 간격을 두어 ”RTengine.exe”에서 생성한 또
다른 파일인 “notepad.exe” (notepad로 위장한 MSBuild.exe 파일)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RTengine.exe” 악성 파일을 재실행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생성 한 ”notepad.exe” 파일은 악성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
합니다.

[그림 3-5] RTengine.exe.bat 파일 명령어

[그림 3-6] 프로세스 Notepad.exe(MSBuild.exe) 실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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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notepad.exe”의 속성 사진 이며, “MSBuild.exe”를 이름만 “notepad.exe”로
바꾼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Build.exe” 파일의 역할은 Visual Studio에서
사용하는

빌드

역할을

하며,

Visual

Studio와

차이점은

솔루션이나

프로젝트

등

스크립트만 있어도 MSBuild.exe를 사용하여 현재 환경에 맞추어 빌드하여 줍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악성 스크립트 생성 및 실행을 하고, 이러 한 과정에서 TCP (C&C) 통신
흔적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림 3-7] MSBuild.exe

[그림

3-8]은

현재

통신은

되지

않지만

분석

컴퓨터

IP(10.0.2.15)에서

특정IP

(98.143.144.241) C&C로 시도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림 3-8] 네트워크 통신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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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Build.exe”에 의해서 스크립트 빌드가 되어진 DLL 파일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Orcus라는 원격제어 소프트웨어의 특정 문자열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해당 문자열 뿐만 아니라 Keylogger , IpAddressInfo 등 의심되는 함수 명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 3-9] Orcus Software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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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스코드의 행위들은 IP 정보, 사용자 키 후킹 등 정보유출이 가능한 행위들로
원격제어 접속을 하려는 목적이 보여지는 악성코드 입니다.

[표 3-1] 악성 파일 C&C IP
C&C (IP)

98.143.144.241

[그림 3-10] IP Address Info 함수

12

월간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2018-08)

4. 대응방안

[그림 4-1] 갠드크랩 2.1 대응 방안

1. 악성메일 조심하기
출처가 불 분명한 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압축파일
혹은 확장자가 .lnk인 경우에는 악성 파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이트 방문 주의 하기
웹 사이트 경로로 사용자를 감염 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사이트
방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가 이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eWalker 제품 구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eWalker는
매일 3만 개가 넘는 악성 사이트를 신규로 업데이트 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악성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따라서 eWalker 제품으로
Orucus RAT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eRed 활용하기
eRed는 화이트 리스트 기반으로 허용되지 않은 프로세스 실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eRed는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공격

프로세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더욱이 eRed의 동작은 게스트 OS 하부의
하이퍼바이저 OS에 동작하기 때문에 차단 행위를 노리는 악성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Orcus

RAT을

eRed에

적용해

보았는데,

악성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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