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 이후 북한 추정 공격, 이미 5월 5일부터 시작 
 

지난 5월 29일, 국내 보안기업의 전문가가 단독 인터뷰를 통해 3월 20일 국내 방송사와 

금융사를 공격했던 사이버 해킹 조직(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함)이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다운로드되는 악성파일, 감염된 PC가 연결하는 C&C 네트워크 정보,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번호(8자리 숫자) 등이 있다. 

 

또한 6월 4일 다수의 언론에서 3.20과 유사한 악성코드가 발견 되었고 5.31일 발견과 

동시에 연결 주소를 차단하여 사전 차단의 귀감이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다. 

빛스캔(주)에서는 현재 한국 인터넷상의 대량 악성코드 유포와 관련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보도된 자료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개인 SNS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C&C 주소를 비교한 결과 빛스캔은 이 공격이 최초 5월 

5일부터 감지가 되었으며, 최근 국가 기관 및 보안 업체가 5월 31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힌 악성코드 또한 5월 23일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초기 공격 동태 

5월 5일 자정 직전에 국내 xxx 웹사이트에 최초 유포된 것이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최소 

1곳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 

 

--1-- 

최초발견 일시 2013-05-05 23:36  PM  

최초발견 URL http://www.xxxxx.co.kr/dxxx.php?xxx=xxx&thread=xxxx 

악성 URL http://110.34.232.10:5920/go2.html  

최종 다운로드파일 

NAME down.exe 

MD5 7DB81C469222A640DBF6F76EC006370B 

URL http://110.34.232.10:5920/down.exe 

File system activity 

Opened files 

C:\WINDOWS\7D261893\svchsot.exe 



C:\WINDOWS\system32\net.exe 

Copied files 

SRC: C:\980967b40eaafe8a3c8706c90986bdda4a2b93e1605a81083533dadcc4c238af 

DST: C:\WINDOWS\7D261893\svchsot.exe 

Registry activity 

Set keys 

KEY: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7D261893  

VALUE: C:\WINDOWS\7D261893\svchsot.exe 

KEY: HKEY_LOCAL_MACHINE\SYSTEM\InfoTime\InfoTime VALUE: 20130505 

Process activity 

Created processes 

net start Task Scheduler 

Runtime DLLs 

c:\windows\system32\mswsock.dll 

c:\windows\system32\wshtcpip.dll 

c:\windows\system32\winrnr.dll 

c:\windows\system32\msv1_0.dll 

Network activity 

blog.sina.com.cn, blog.sina.com.cn/s/blog_b2afd7fe01019tkf.html 

Vulnerability Set 3544-0507-1723-4681-5076-1889-0422-0634 

Malware IP Address Malware IP Nation ISP Name 

110.34.232.10  Thailand VPLS Hosting 

 

 

--2-- 

최초발견 일시 2013-05-06 04:00 AM  



최초발견 URL aMUD 

악성 URL http://110.34.232.10:5920/go2.html 

최종 다운로드파일 

NAME down.exe 

MD5 8631924611A77B1924AFCF6B6FC9E992 

URL http://110.34.232.10:5920/down.exe 

File system activity 

Opened files 

C:\WINDOWS\CC53D473\svchsot.exe 

C:\WINDOWS\system32\net.exe 

Copied files 

SRC: C:\b7b39099106b49de6598211616749c970e380df3a72fc2c5b7270a0ce6699ac7 

DST: C:\WINDOWS\CC53D473\svchsot.exe 

Registry activity 

Set keys 

KEY: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1AA6774B 

TYPE: REG_SZ 

 VALUE: C:\WINDOWS\1AA6774B\svchsot.exe 

Process activity 

Created processes 

net start Task Scheduler 

Runtime DLLs 

ws2_32.dll, version.dll 

psapi, fltlib.dll 

rpcrt4.dll, hnetcfg.dll 

advapi32.dll 

Network activity 



blog.sina.com.cn, blog.sina.com.cn/s/blog_b2afd7fe01019tkf.html 

Vulnerability Set 3544-0507-1723-4681-5076-1889-0422-0634 

Malware IP Address Malware IP Nation ISP Name 

110.34.232.10 Thailand VPLS Hosting 

 

 

--3-- 

최초발견 일시 2013-05-06 16:17 PM  

최초발견 URL aMUD 

악성 URL http://110.34.232.10:5920/go2.html 

최종 다운로드파일 

NAME down.exe 

MD5 D3A989CC351D86A3803CDD427F91EDE3 

URL http://110.34.232.10:5920/down.exe 

File system activity 

Opened files 

C:\WINDOWS\CC53D473\svchsot.exe 

C:\WINDOWS\system32\net.exe 

Copied files 

SRC: C:\b7b39099106b49de6598211616749c970e380df3a72fc2c5b7270a0ce6699ac7 

DST: C:\WINDOWS\CC53D473\svchsot.exe 

Registry activity 

Set keys 

KEY: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1AA6774B 

TYPE: REG_SZ 

 VALUE: C:\WINDOWS\1AA6774B\svchsot.exe 

Process activity 



Created processes 

net start Task Scheduler 

Runtime DLLs 

ws2_32.dll, version.dll 

psapi, fltlib.dll 

rpcrt4.dll, hnetcfg.dll 

advapi32.dll 

Network activity 

blog.sina.com.cn, blog.sina.com.cn/s/blog_b2afd7fe01019tkf.html 

Vulnerability Set 3544-0507-1723-4681-5076-1889-0422-0634 

Malware IP Address Malware IP Nation ISP Name 

110.34.232.10 Thailand VPLS Hosting 

 

2. 본격적 공격 동태 

 

5월 23일 오후 10시 경에 국내 일반 민간 웹사이트에 최초 유포된 것이 관찰되었으며, 

군관련 모임 사이트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최소 19곳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 

 

--4-- 

최초발견 일시 2013-05-23 22:13 PM 

최초발견 URL http://xxxxxx.or.kr 

악성 URL http://110.34.240.122:5920/go.html 

최종 다운로드파일 

NAME down.exe 

MD5 13f6914d63655a218931dbd02ab73b98 

URL http://110.34.240.122:5920/down.exe 

 

www.hfhssv.cn:10086, hfhssv.cn, 199.193.68.136:10086 

Vulnerability Set 3544-0507-1723-4681-5076-1889-0422-0634 



Malware IP Address Malware IP Nation ISP Name 

110.34.240.122 usa VPLS Hosting 

 

 

--5-- 

최초발견 일시 2013-05-24 21:50 PM 

최초발견 URL http://www.xxxxxxx.co.kr/xxx/xxx.js 

악성 URL http://www.ienp.co.kr/js/go.html 

최종 다운로드파일 

NAME down.exe 

MD5 B3EAED2B586986B456EAAF0D03D2BB21 

URL http://110.34.240.124:5920/down.exe 

 

www.hfhssv.cn:10086, hfhssv.cn, 199.193.68.136:10086 

Vulnerability Set 3544-0507-1723-4681-5076-1889-0422-0634 

Malware IP Address Malware IP Nation ISP Name 

111.92.188.23 korea LG DACOM Corporation 

 

 

--6-- 

최초발견 일시 2013-05-24 14:40 PM 

최초발견 URL http://xxxx.co.kr 

악성 URL http://www.ienp.co.kr/js/go.html 

최종 다운로드파일 

NAME down.exe 

MD5 FBA7A8BF3A4AD9C38C8097D658B22F38 

URL http://110.34.240.123:5920/down.exe 

blog.sina.com.cn, 110.34.240.123:1314  

Vulnerability Set 3544-0507-1723-4681-5076-1889-0422-0634 

Malware IP Address Malware IP Nation ISP Name 

111.92.188.23 korea LG DACOM Corporation 



 

--4,5,6-- 

File system activity 

Opened files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 

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0DEBO9AB\svchsot.exe 

C:\WINDOWS\system32\csrss.exe 

Copied files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 

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0DEBO9AB\svchsot.exe 

Registry activity 

Set keys 

VALUE: C:\WINDOWS\CF639D07\svchsot.exe  

KEY: HKEY_LOCAL_MACHINE\SYSTEM\InfoTime\InfoTime 

TYPE: REG_SZ 

VALUE: 20130521 

Process activity 

Created processes 

net start Task Scheduler 

Runtime DLLs 

c:\windows\system32\ntdll.dll 

c:\windows\system32\mswsock.dll 

c:\windows\system32\WS2_32.DLL 

Network activity 

blog.sina.com.cn/s/blog_b2afd7fe01019tkf.html, blog.sina.com.cn, 

http://h.hiphotos.baidu.com/album/w=1600;q=90/sign=279cf0e8023b5bb5bed724f806e3ee48/a5c27d1ed2

1b0ef4147d691ddcc451da80cb3edf.jpg 

 

5월달에 발생한 공격에서 다운로드된 악성코드 파일은 총 6개 수집된 바 있다. 

 

이러한 공격은 보통 APT 공격이라고 부르며, 백신과 같은 기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제작되고 있다. 또한, 다운로드되는 악성코드는 백신 등이 진단하기 전에 



미리 다른 패턴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이나 차단이 어렵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모 백신업체가 5월 30일 해당 악성코드를 입수 및 분석하고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백신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C&C 네트워크와의 연결 차단 등의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공격 시점과는 약 25일, 본격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약 7일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대응하는 절차 상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점은 지난 3.20 사이버 

테러 발생 때에도 동일하게 재현되었다. 

 

참고로, 당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5월 4주차에 인터넷 위협 수준을 “ 경고” 로 상향 

조정하여 정보제공 서비스 가입 기관/기업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협레벨 상향이후 이미 확인된 C&C에 대한 

정보들중 일부를 5월 30일자로 공개를 한바 있다. 이중에는 3.20 공격과 연관된 악성코드가 

명령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C&C 주소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공개 목록은 본 자료의 상세 

자료와 5.30일 2차 정보공유시에 공개된 목록 (http://p4ssion.com/365 )을 확인하여 보면 

경고 등급 상향 이후 수집된 정보에 포함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월 4주차 위협레벨 상향에 따라 공개된 정보중 관련 샘플 기록  

[5.23~5.27 기간 발견된 내역 제공] 

110.34.240.123-124 차단권고 

www.hfhssv.cn:10086, hfhssv.cn, 199.193.68.136:10086 차단권고 

 

본 자료는 해외에서 분석된 Castov 관련 악성코드와 관련하여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을 노린 악성코드(castov)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6월 4일 현재에도 한국 인터넷의 위협레벨은 여전히 “ 경고”  상태에 있으며, 5월 말을 

기해 차단했다고 하는 유형보다 심각한 위협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차단된 위협은 전체 위협의 작은 부분일 차지할 

뿐이다.우리는 여전히 위협을 관찰 하고 있다. 

 

문의 info@bitsc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