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hhrreeaatt  ooff  cchhiinnaa  
                  WWiinnddoowwss  AAttttaacckk  --II 
=================================================== 

 
?  2002 바다란 ., All Rights Reserved  

 

 

 

 

 

 

 Threat of china 공격분석 및 대책 

(Windows Attack) 
 

 

 

 

 

 

2002년 8월 7일 

 

 

 

 

 

 

 

 

 

 

 

 

작성자:  전 상훈 (nickname: 바다란) 

( winsnort@securityindepth.net ) 

 

 



TThhrreeaatt  ooff  cchhiinnaa  
                  WWiinnddoowwss  AAttttaacckk  --II 
=================================================== 

 
?  2002 바다란 ., All Rights Reserved  

 

1. Details 
 

2002년 7월에 들어서면서 국내 Windows 계열 서버에 대한 크래킹과 

웹페이지 변조 비율이 defaced mirror 사이트의 defaced site OS 통

계치 에 따르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믿을만

한 수치는 아니지만 크래킹을 당하는 OS 의 비율을 보며 새로운 위협

과 취약점에 대한 흐름을 알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사고와 문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ref: http://defaced.alldas.de  

통계치를 보게 되면 최근 2~3개의 그룹에 의해 국내 IIS 웹 서버 들

이 집중적으로 해킹 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 5일 경에 피해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침입과 관련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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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받아서 조사 중에  일련의 중국계 크래커로 보이는 침입자로부

터 다수의 Windows 계열 서버를 공격하는 Exploit 을 발견 하게 되었

다. 자동화 형태를 띈  공격툴 과 공격형태 또한 각 언어 버전 별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구성된 exploit 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시아권역 

및 영어 사용 버전을 겨냥하여 쉘코드를 변경하고 GUI로 구성되어 다

수의 서버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 것을 확인 하였다. 

현재 까지 나와 있는 Service Pack 은 W2k에서 sp2 까지 나와 있으며 

8월 1일 부로 영문 버전 의 Service Pack 3 가 출시 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한국어 버전의 SP3 은 출시 일자를 예측 할 수 없는 상태

이다. Attack Tool 과 Exploit 은 영문 windows 및 한글 Windows 

Service Pack 2 까지 공격하도록 만들어 져 있으며 실행파일 형태라 

자세한 공격형태를 감지 하기는 어려우나 공격옵션에 SP2 까지 기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또한 자체 내에 만들어진 

Tftpd32 서버와 같은 기능의 백도어 및 공격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타 서버에 대한 공격시도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한 외국 서버에 대한 

경유지로서 국내 서버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며 다양한 언

어 버젼 및 백도어 , 다운로딩 수단 을 확보하여 대량의 Mass 

defacement 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국내 서버들에 대

한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Deface 를 위한 공격이 증가 하리라 예측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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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xplain 
 

다음 그림은 국내서버를 해킹 하여 설치한 파일들 전체 항목이 되겠다. 

 

시스템 설치 공격툴  

 

각각의 Exploit 이 공격하는 공격 대상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Iis.zip : IIS .printer Extension overflow 여러 버젼. 

 I5.exe : Chinese, English , Japan  -SP1 까지 공격 

 Iz.exe : 중국 자체 내 개발 Exploit ?SP1 까지 공격 

 Ie.exe : Chinese ,English,Japna,Mexico ? SP1 까지 공격 

 

IISSystem.zip: ispc.exe 와 idq.dll 등이 들어 있다. 이곳에서는 웹

상의 디렉토리에 업로드된 파일을 이용하여 권한을 획득하고 쉘통로

를 열어 주는 것으로 예측 된다.  

 

ErunAsX.zip : SeDebugPrivilege 의 권한체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

하여 시스템 권한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게 함. 로컬 상에서 시스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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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의 권한 획득이 가능하다. 

 

Clearel.zip : 특정 EventLog 전체를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툴. 시

스템, 보안 , 어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콘솔상에서 삭제해 준다. 

 

IIS~~~~.ZIP : ~~ 부분은 뭔지 다들 아시리라 본다. 이것이 어쩌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리라 본다. 이것은 Apache 서버의 Chunked 

Encoding 을 공격하는 GUI 프로그램을 압축한 파일이다. 메시지를 분

석 할 수 없어서 예측 해보면 IIS 의 취약점과 Apache 의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하도록 만들어 진 툴이거나 Windows 머신 상에서 동작하

는 Apache 웹서버를 공격하도록 만들어 진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Mstsc.exe : 중국어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Nc.exe : Netcat 으로 불리며 크래커나 해커들 사이에선 백도어 나 

스캐닝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특정포트를 열어두고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할 경우 Command shell 을 리턴 한다. 

 

Printer.exe: .ida 확장자를 공격하는 툴 사용 버젼은 다음과 같다. 

  

    chinese  win2k     :       1 

    chinese  win2k, sp1:       2 

    chinese  win2k, sp2:       3 

    english  win2k     :       4 

    english  win2k, sp1:       5 

    english  win2k, sp2:       6 

    japanese win2k     :       7 

    japanese win2k, sp1:       8 

    japanese win2k, sp2:       9 

    korea    win2k     :      10 

    korea    win2k, sp1:      11 

    korea    win2k, sp2:      12 

    chinese     NT, sp5:      13 

    chinese     NT, sp6:      14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진 시

기 (대략 2001년 말부터 2002년 3~4월경으로 추정) 에서  볼 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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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버전이 나와 있으리라 예측된다. 

 

SKServerGUI.exe: TFTPD32 와 같이 특정포트를 열고 이 포트로 접속

을 하는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듯 하다. 정확한 

용례는 판별 불가능 

 

Snakeidq.zip: IDQover.exe 와 iismiscoverflowv2_build0013.exe 를 

포함. 각각 IDA, IDQ 확장자에 대한 overflow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

정됨 

 

SuperSQLEXec.exe: 이 부분은 SQLExec 를 이용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

으로 SQL 서버의 계정을 알 수 있을 때나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을 획

득을 원할 때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ommand Shell에서 사용되

는 명령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SQL 서버의 계정과 패스워드

를 알아야 된다. ( 일반유저나 IUSR 권한을 웹서버를 통해 획득한 후 

SQL 서버의 계정을 웹서버 파일 (ex: global.asa) 을 통해 알아내면 

충분히 관리자 권한의 획득이 가능하다. 

 

SYNKiller.exe: Dos 공격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Syn signal 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TFTPD32.exe : 중국내 (Honker ? )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TFTP 

서버의 포트를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데몬을 실행 시에는 

TFTP Client 가 접속하여 설치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원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다. 

 

Winzapper.zip : 이벤트로그에서 특정 부분만을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는 로그제거기능의 GUI 툴을 압축 

 

X-Scan-v13.zip: 중국 내에서 자체 목록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된 

스캐닝 툴. 다양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보이며 OS 에 따른 공

격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로그를 남긴다. 특정 포트만을 검색하

고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찾아 취약점을 찾는 것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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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ploit 및 공격 TOOL 의 사용 용례는 다음과 같다. 

(간단하게 설명 ) 

 

i5.exe 

 

C:\SecurityResearch\china-research\iis>i5 10.1.1.124 80 3 

iis5 remote .printer overflow. writen by sunx 

    http://www.sunx.org 

    for test only, dont used to hack, :p 

 

 

connecting... 

sending... 

Now you can telnet to 99 port 

good luck :) 

 

 

C:\SecurityResearch\china-research\iis> 

 

이와 같은 형태로서 printer overflow 가 성공하게 되면 99번 Port 

로 Command shell 을 여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I5, ie ,iz 모두 

동일하나 printer exploit 을 일으키는 타켓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Ie.exe 의 printer exploit 지원 버전과 사용 시의 연결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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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system.zip 내의 ispc.exe 에 대한 내용 

첨부된 Readme.txt 에 보게되면 다음과 같은 사용법이 나와 있다. 

 
IIS홈掘瓊�묏야 by isno 

 

관벵넋埼： 

idq.dll：瓊�홈掘돨ISAPI넋埼 

ispc.exe：와빵똥젯쌈넋埼 

 

숌狼綱츠： 

굶흡숭적痰죄IIS5.0+SP0（SP1、SP2）돨홈掘쇱꿴짤떪윱삿돤溝固SYSTEM홈掘， 

怜狼콘겉idq.dll�눈逞IIS돨寧몸옵獵契커쩌櫓，앎옵鹿삿돤SYSTEM홈掘。 

 

賈痰렘랬： 

看邱적痰UNICODE、랗늴긍쯤된짤떪쉥idq.dll�눈逞IIS돨寧몸옵獵契커쩌櫓， 

절흔/scripts ，횔빈賈痰ispc.exe쏵契젯쌈： 

C:\>ispc 127.0.0.1/scripts/idq.dll 

 

Start to connect to the server... 

We Got It! 

Please Press Some <Return> to Ent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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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2000 [Version 5.00.2195] 

(C)  경홈杰唐 1985-1998 Microsoft Corp. 

 

C:\WINNT\system32> 

 

侶湳삿돤돨cmd.exe shell角SYSTEM홈掘돨。 

 

鬧雷： 

1、idq.dll�눈돕IIS옵獵契커쩌櫓빈극伎츱츰槨鹿苟츰俚裂寧： 

     1、 idq.dl l  

     2、 httpext.dll 

     3、 httpodbc.dll 

     4、 ss inc.d l l  

     5、 msw3prt.dll 

     6、 author.dl l  

     7、 admin.dll 

     8、 shtml.dll 

     9、 sspif i l t.dl l  

     1 0 、compfilt.dll 

     1 1 、pwsdata.dll 

     1 2 、md5filt.dll 

     1 3 、fpexedll.dll 

흔賈痰페儉츰俚，橙轟랬삿돤SYSTEM홈掘。 

2、渴흙供寧몸츱즈빈狼객힛늴쀼났，꼽콘쀼鞫。 

3、SP3꼇肝늪짤떪緞捲。 

 

 

눈짐작으로 확인해 보기에는 Unicode 버그나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서버의 웹 디렉토리에 백도어 코드를 내장하고 있는 

idq.dll 을 의심 받지 않는 웹 서비스 파일 명 으로 변경하여 올린 

후 ispc.exe 는 백도어가 내장된 idq.dll 과 연결을 맺고 Command 

Prompt 를 반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시스템 환경으로 인하여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Debug TOOL 로 시스템 리소스를 점검

한 결과  백도어와 통신을 하는 것으로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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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q.dll 에 대한 String Resource ( Disassembler 로 확인) 

 

"idq Extension" 

"%d %s" 

"cmd.exe" 

"Default" 

"HTTP_CONNECTION" 

"If you want to enter cmd.exe shell,please " 

"Its Password is "abcd1234"." 

"Keep" 

"MfcISAPICommand" 

"net user iisuser abcd1234 /add&net " 

"There will add a Administrators " 

"We Got It!" 

"We Got It!" 

 

앞부분의 Readme.txt 내용에서 보듯이 시스템 내부에서 System 권한

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C:\>ispc 127.0.0.1/scripts/idq.dll 

 

Start to connect to the server... 

We Got It!  

Please Press Some <Return> to Enter Shell.... 

 

 

 

Microsoft Windows 2000 [Version 5.00.2195]  

(C) 경홈杰唐 1985-1998 Microsoft Corp. 

 

C:\WINNT\system32> 

 

시스템 권한 획득 후 사용자 계정의 추가 및 관리자 그룹에 추가하는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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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IS~~~ 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임의적으로 IISApache 로 설

정 하였다. 압축을 풀면 IISApache.exe 파일이 발견되며 실행 시키면 

다음과 같다. 

 

 

Apache 의 문제점과 IIS 를 공격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존재하여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잠재적으로 앞으로의 공격에

는 IIS 와 Apache 를 동시에 공격하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현재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Printer.exe 의 실행화면 

각 언어 버전과 ServicePack 별로 공격루틴이 되어 있는걸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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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상태에서 ServicePack 3 이 한글버전이 출시 되기 이전이므

로 Hotfix 를 설치 하지 않은 곳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ida 

Extension 에 대한 Exploit 성공으로 Command Shell 연결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 

중국어 , 일본어 , 중국 NT 서버 버전, 한국 OS 버전 등 다양한 시스

템의 ida 확장자를 공격한다. 

CodeRed 와 Nimda 에 이어서 ida 를 공격하는 툴로 보여진다. 

웹로그에 남은 흔적은 다음과 같다. 

 

 

- w3svc 에 생성된 로그 

 

2002-08-07 07:08:52 10.1.1.124 - 10.1.1.124 80 GET /SUNX.IDA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u0aeb%ub890%uac97%u77e3

%u0000%u0000%u838b%u0094%u0000%u408b%u0564%u0150%u0000%ue0ff%u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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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x&…~~ 

~~ 

~~ 

~~ 

???삓?md.exe$ 200 ? 

 

마지막의 IIS 가 처리한 결과에서 200 을 return 한 것은 성공적으로 

IIS 에서 받고 처리 했다는 표시이다. 그러나 실제 Exploit은 보안패

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SKServerGUI.exe : 서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행

을 하게 면 1913번 Port 를 활성화 시키며 특정 IP 대역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접근제어를 설정할 수 있다. 

 

 
 

특정 포트를 열도록 메뉴설정도 가능하다. 

1913번 Port 는 Default setting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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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접근 허용 IP에 대한 ACL 설정이다. 

 

 
 

TFTPD32.exe 와 비슷한 용도로 외부 Target 서버로부터 임의의 연결

을 맺도록 설정 후 특정 파일이나 백도어 등을 받아 갈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한다.  

 

TFTPD32.exe : 69번으로 설정된 Default Port 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

이 가능하며 Install 이 필요 없이 해당 디렉토리에서 실행만 하면 

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 국내.외 서버의 공격 시에 

다수 이용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아래의 그림은 tftp 로 접속 후 Tftpd32.exe 가 실행되는 디렉토리 

자체를 tftp daemon 의 root directory 인식하고 그곳에 존재하는 

nc.exe를 다른 곳에서 가지고 가는 내용이다.  전체 exploit 및 Tool 

이 이런 방법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송 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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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파일의 전송 

 

Default Port 의 수정 69-> 70 

 

포트의 수정도 가능하므로 인위적인 변조나 기존 Blocking 되어진 

Port 에 대한 Evasion 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Snakeidq.zip: IDQOver.exe 

 

IDQ 확장자에 대한 Exploit 으로 추정되며 Command Line 상의 실행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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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MiscOverflowV2_Build0013.exe 의 경우는 Command Line Version 

을 GUI 형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ISAPI Extension 공격 성공 후 Command Shell Prompt 를 특정 포트로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특정 서버의 웹 서버로 연결을 하면 내부에서 Shell code를 전송하고 

shell 을 이용해서 overflow 가 가능하면 Command Shell Prompt를 열

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실행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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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코드 전송이 확인 된 후의 웹 로그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2-08-07 07:58:22 10.1.1.124 - 10.1.1.124 80 GET /n.idq 

snake_program_code_v2.0�����������������������������������������

����������������������������������������������������������������

����������������������������������������������������������������

����������������������������������������%u08eb�%uac97%u77e4�%uC0

33%uB866%u031F%u0340%u8BD8%u8B03%u6840%uDB33%u30B3%uC303%uE0FF=b 

200 ? 

 

전송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나 버전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 Codered 의 경우는 ida 확장자에 

대한 overflow 였으나 idq 확장자에 대한 오버플로우로 쉘 접근 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Winzapper.exe 는 win32 용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Log 관련 툴이다.  

 

침입 후 이벤트로그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삭제를 하기 위한 용도

로 사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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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Zapper 실행 화면 

 

 

SynKiller.exe 의 경우 도스 공격 시에 사용되는 툴로 추정된다. 

 
 

실제 공격을 실행한 후 패턴을 찾아 보려 했으나 프로그램상의 오류

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X-Scan-v1.3.zip  

 

Scanning Tool 이다.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며 각 부분별로 스캐닝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스캐닝은 잘 이루어지며 결과물도 괜찮은 편이다. ( 중국어라

서 읽지를 못한다. 한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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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curityResearch\china-research\X-Scan>xscan 

X-Scan v1.3 - 貢쭹갛홍짤떪�췄포 

갛홍슝듐: http://www.xfocus.org, http://www.xfocus.net 

 

츱즈목駕: xscan -host <폅迦IP>[-<老岺IP>] <쇱꿎淃커> [페儉朞淃] 

          xscan -file <寮샙죗깊匡숭츰> <쇱꿎淃커> [페儉朞淃] 

 

<쇱꿎淃커> 벵屢흔苟: 

   -port     : 쇱꿎끽痰륩蛟돨똥왯榴檄 

   -netbios  : 쇱꿎Netbios斤口 

   -rpc      : 쇱꿎RPC짤떪 

   -sql      : 쇱꿎SQL-Server흽왯즈 

   -ftp      : 쇱꿎FTP흽왯즈 

   -bind     : 쇱꿎BIND짤떪 

   -finger   : 쇱꿎Finger짤떪 

   -sygate   : 쇱꿎sygate짤떪 

   -ntpass   : 쇱꿎NT-Server흽왯즈 

   -cgi      : 쇱꿎CGI짤떪 

   -i is      : 쇱꿎IIS짤떪 

   -smtp     : 쇱꿎SMTP-Server짤떪 

   -pop3     : 쇱꿎POP3-Server흽왯즈 

   -al l      : 쇱꿎鹿�杰唐淃커 

 

[페儉朞淃] 벵屢흔苟: 

   -v: 鞫刻圈玖�췄쏵똑 

   -d: �췄품꼇Ping굳쇱꿎寮샙 

   -t <깻랙窟넋鑒좆[,깻랙寮샙鑒좆]>: 寧땍離댕깻랙窟넋鑒좆뵨깻랙寮샙鑒좆, 칵훰鑒 

좆槨50,10 

 

刻절: xscan -host xxx.xxx.1.1-xxx.xxx.255.255 -all 

      xscan -host xxx.xxx.1.1-xxx.xxx.255.255 -port -ntpass -t 100 

      xscan -file host.lst -port -cgi -t 100,5 -v -d 

 

C:\SecurityResearch\china-research\X-Scan> 

 

XSCan 은 GUI 용과 Command Line 용 두 종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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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nAsX 의 경우는 2002년도에 발표된 Local Exploit 으로서 Debug r

권한을 이용하여 로컬시스템 상에서 System 권한을 획득하게 한다. 

이 부분의 경우는 인터넷 User 즉 IUSR_ComputerNAME 권한으로 

Command Shell 을 열었을 경우 SeDebugPrivilege 의 권한제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System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실행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 진다. 

 

 

 

전체 공격툴을 이용한 공격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Printer , .IDA , .IDQ 확장자에 대하여 Service Pack 1 or 2 까지

의 Windows 2000 Server 군에 대하여 공격이 가능하고 Command Shell 

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 까지도 보안설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Debug 기능을 이용한 Local Exploit 을 이용하여 

IUSR 나 일반 User로 Command Shell 을 얻은 것을 시스템 권한으로 

적극 확대한다. 이후에는 터미널 서버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대상서

버를 경유하여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고 TFTPD32 와 같은 접속도구를 

이용하여 타 시스템에서 백도어나 Exploit 을 전송 받아 재공격을 하

는 패턴을 지닐 것으로 예상한다.  

 

Exploit 자체의 제작 일을 고려하여 중국의 몇몇 Underground 해킹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Windows Server 군에 대한 Buffer 

Overflow 및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이 Update 되어 있었고 이런 개별 

Exploit 을 묶어서 공격하는 Tool 들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Monitoring 을 하면서 느낀 점은 중국내의 해킹 선도그룹이 존재하며 

그런 역할을 http://xfocus.org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의 Exploit 을 자체 생산하고 개선하고 공개하여 다수의 중국 내 크

래커들이 코드를 수정하여 공격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Monitoring site: 

 

http://www.hackerabc.com 

http://521hacker.com 

http://www.su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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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honker.com 

http://hsj.shadowpenguin.org/misc/ 

http://snake12.top263.net 

http://www.xfocus.org 

 

 

공격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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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ttack Tool 과 Exploit 의 조합은 타 시스템의 최근 취약점을 공

격하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시스템의 보안로그를 삭제하며 터미

널서비스 클라이언트와 NC 같은 접속 도구를 이용하여 첫 피해 시스

템에 접속한 후 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 시에 거

점노출을 피할 수 있고 빠른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

다. 타 시스템을 공격한 후 TFTPD32 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타 시스템으로 공격한 코드가 성공하게 되면 백도어 및 공격도구를 

재 전송 가능하게 한다. 모든 로그에 대한 기록은 삭제가 가능하며 

공격의 흔적은 남지 않게 된다. 

 

 

 

3.Solution  
 

솔루션은 Hotfix 를 이용한 패치와 URLScan 을 이용한 필터링 , 그리

고 내부 보안설정이 있을 수 있다. 공격코드에 포함된 내용이 SP 2 

까지 적용된 내용이 있어서 Hotfix 를 설치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확장

자에 대한 삭제 및 Unicode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웹 사이트 보안이 

되겠다. 

 

HotFix: 2000에서 ServicePack 1 과 Service Pack 2 는 기본적으로 

설치 할 것을 권고 . MBSA Tool 을 이용하여 설치 안된 Hotfix 의 설

치를 권고한다. 특정 문제점에 대한 것들만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Heap Overrun in HTR Chunked Encoding Could Enable Web Server 

Compromise  Q321599 

http://www.microsoft.com/windows2000/downloads/security/q321599/

default.asp?FinishURL=%2Fdownloads%2Frelease%2Easp%3Freleaseid%3

D39224%26redirect%3Dno 

 

Debug 기능을 이용한 로컬 exploit Fix ?q320206 2002.5.22 

Authentication Flaw in Windows Debugger can Lead to Elevated Privileges 

http://www.microsoft.com/technet/treeview/default.asp?url=/te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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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ecurity/bulletin/MS02-024.asp 

 

 

Cumulative Patch for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Q319733) 2002.4.11 

Htr overflow 및 ASP 의 Chunked encoding , Cross Site scripting 의 이용 가

능한 취약점을 패치 한다. ASP 의 Server Side Include 의 버퍼오버플로우 문제

도 해결이 가능하다. 중국내 그룹에 오버플로우 코드 확인 되었슴.  

http://xfocus.org 

 

http://www.microsoft.com/technet/treeview/default.asp?url=/technet/secur

ity/bulletin/MS02-018.asp 

 

ida, idq 등 index server 에 대한 보안 사항 

Unchecked Buffer in Index Server ISAPI Extension Could Enable Web Server 

Compromise 

 

http://www.microsoft.com/technet/treeview/default.asp?url=/technet/secur

ity/bulletin/MS01-033.asp 

 

 

 

보안사항은 각 서버마다 다르므로 HFNETCHK 와 URLScan 을 다운 받아

서 설치할 것을 권고. 

 

HFNetchk.: 설치 안된 Hotfix 목록을 정리해준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release.asp?ReleaseID=31154&a

rea=search&ordinal=39 

 

URLScan : IIS Security 를 Default 로 강화. 확장자에 대한 필터링

가능 

http://www.microsoft.com/downloads/release.asp?ReleaseID=32571&a

rea=search&ordinal=67 

 

URLScan 사용설명자료는 이곳: 

http://www.bizsecure.co.kr/download/tool/Urlsc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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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ervicePack2 까지의 공격코드로 미루어 볼 때 Security 

Update를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실시한다. 

 

웹사이트 등록정보. 

 

 
 

구성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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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PI Link 부분에서 확장자가 링크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ida , .idq , .Shtm ,.Shtml ,.Printer 확장자를 선택 

후 삭제한다. .Shtm ,.Shtml 은 SSI (Server side include ) 오버플

로우 시키는 공격에 이용되므로 삭제 권고. 

 

??Exchange Server 와 연동하여 Index Server 기능을 사용하는 곳

은 .ida , .idq 확장자를 삭제 하여서는 안되며 상황에 따라 설정

할 것을 권고한다. 

 

 

경유지로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툴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었고 앞

으로도 새로운 Exploit 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공격수단으로 이용이 될 것

이다. NT ,2000 시스템에서의 관리자와 웹 서버 관리자는 이 곳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침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문서 예정: 

??China Hacker (Honker ) 동향 ( 어려운 한문이 많아서 ^^ ; 번역

기도 제대로 동작 안됨 ) 

??Windows Security Setting  

??Web Server Security 

??Global Security Issue 및 Exploit 동향 

??쓰고 싶어 지면 문서로 만들 듯. 

 

 

END. 

================================================== 

흐르는 강물에 몸을 실어 깊고 푸른 바다로 나아간다. 

기다리는 삶은 오지 않으며 하루하루의 일희일비에  

주름지지 않으리라. 오늘을 살고 알아가고 느껴감에  

바다란 무엇인가란 고민 하나 안고 노 저어간다. 

 

                    -절망하라 그대의 깊어지지 못함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