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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r 

 File Name 26.exe 

 File Size 756 KB ( 774,144 Bytes ) 

 CRC32 E24BE371 

 MD5 776A6CC8BD8B947693D4C4FB1DFF8AE6 

 SHA-1 1FBCB529EAC5CBE8017C72C48D2BD7409586FF57 

 

 

 

 

Dropped #Same 

 File Name Ltwpiwd.exe 

 File Size 756 KB ( 774,144 Bytes ) 

 CRC32 E24BE371 

 MD5 776A6CC8BD8B947693D4C4FB1DFF8AE6 

 SHA-1 1FBCB529EAC5CBE8017C72C48D2BD7409586FF57 

 

  

SAMPLE DETA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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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대상 악성코드에 대해 이후에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페이지다. 해당 악성코드는 

랜섬웨어로 파일들을 암호화 하여 금액을 요구한다. 암호화 방식은 RSA 방식을 

사용하며, 암호화 대상 파일은 크기가 32 Bytes 에서 327,155,712 Bytes 사이에 있을 

경우에 암호화 된다. 만약 파일의 크기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지 않는다. 

 

 
그림 1. Malware Summary 

 

최초 26.exe 를 실행할 경우 %AppData%\Roaming 에 새로운 이름으로 같은 파일을 

생성 한 뒤 이를 실행한다. 이렇게 실행된 새로운 프로세스는 vssadmin 명령을 통해 

볼륨 쉐도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스레드를 생성한다. 또한 CMD 나 작업관리자, 

또는 Process Explorer 와 같은 프로세스의 실행 및 동작을 방해하도록 이들을 계속 

종료한다. 

 

암호화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을 레지스트리에 지속성을 

위하여 등록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이란, 암호화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PC 가 

종료되었을 경우 다시 PC 가 부팅되었을 때 암호화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랜섬웨어는 모든 암호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자기 자신을 삭제한 뒤 프로세스 또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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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악성코드는 랜섬웨어(Ransomware)로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에 

대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의 경우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구는 힘들다. 따라서 암호화 

키를 찾는 것이 아닌, 어떻게 랜섬웨어가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악성코드를 분석하는데 있어 크게 2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으로, 동적 분석은 악성코드를 직접 실행시키므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반대로 정적 분석의 경우 악성코드를 디버거를 통해 실행했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필요하다면 메모리 분석 기법까지 사용할 것이다. 각 분석에 

사용된 도구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분석 종류 도구 명 버전 

동적 분석 Process Hacker v2.3 

 NTFS Log Tracker v1.4 

 REGA v1.5 

 WinPrefetchView v1.32 

 WireShark v1.12 

정적 분석 Rekall v1.4.1 

 Volatility v2.3.1 

 OllyDBG v1.0 

 IDA Pro v6.6 

표 1. 사용 도구 

 

위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적 분석을 먼저 진행하여 

어떠한 동작들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뒤, 정적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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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 분석 

동적 분석은 악성코드를 실행하므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정리한 페이지다. 

이러한 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행할 때 가상 환경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놓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분석 환경은 Windows 7 x64 이며 구분을 위하여 최초 실행하는 

악성코드의 이름은 26.exe 로 변경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3.1 Process 분석 

해당 악성코드를 실행하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여기서 해당 프로세스의 

이름은 무작위로 정해진다. 분석을 하면서 생성된 프로세스의 이름이 ltwpiwd.exe 였다. 

해당 파일의 위치를 찾아 해시 값을 비교해본 결과, 최초 26.exe 와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6.exe 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본래의 26.exe 를 제거하고 새로운 

파일을 %AppData%\Roaming\에 생성한 뒤 이를 실행한다. 

 

 

그림 2. Process Hacker 

 

암호화 동작을 진행하며 볼륨 섀도우 카피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VSS 를 통해 데이터 복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VSS 를 제거하는 동작(vssadmin delete shadows /all / Quiet)을 한다.  또한 

암호화가 진행되는 동안 HELP_RECOVER_instructions+pgv(이하 Help 파일) 라는 암호화를 

풀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파일이 Txt, Html, Png 의 형태로 각 폴더에 생성된다.  

 

여기서 해당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cmd.exe, ProcessExp 등을 비롯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종료되는 현상1이 나타났다. 이는 랜섬웨어 파일이 분석 또는 감염자가 

                                       

1 단,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었을 경우 종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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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암호화가 완료된 후, HELP 파일들이 

ltpiwd.exe 의 하위 프로세스로 txt, html, png 로생성된다. 그 후 해당 프로세스는 

종료한다. Help 파일 중 html 은 아래의 그림을 보자. 

 

 

그림 3. HELP_RECOVER_instructions+pgv.html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면, 전형적인 랜섬웨어가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RSA 암호화 

2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며, 퍼스널 홈 

페이지를 제공한다. 각 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해본 결과 현재 접근할 수 없는 페이지로 

나타난다. 

 

3.2 MFT 분석 

MFT 에는 파일에 대한 메타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UsnJrnl 에는 저널 

로그가 기록되어있으며 $LogFile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로그의 크기가 

크다. 따라서 $LogFile 을 통해 트랜젝션 로그를 살펴볼 수 있으며, $UsnJrnl 을 통해서는 

많은 양의 저널 로그를 살펴볼 수 있다. 

 

                                       

2 “ko.wikipedia.org/wiki/RSA_암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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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랜섬웨어의 경우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LogFile 의 경우 

많은 부분이 덮어씌워진다. 따라서 해당 랜섬웨어가 초반에 남기는 정보들이 지워지게 

된다. 이 경우 $UsnJrml 을 확인할 경우 상대적으로 $LogFIle 에 비하여 기록이 남아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각 용도에 맞게 이를 참고하면 된다. 

 

Event Detail File Name 

File Deletion - 26.exe 

File Creation Path : %AppData%\Roaming\ ltpiwd.exe 

 Path : %UserProfile%\Documents recover_file_hbmmvstaw.txt 

File Creation  HELP_RECOVER_instructions+plk.png 

Writing Content Cluster Number : 3188844(16) HELP_RECOVER_instructions+plk.png 

File Creation  HELP_RECOVER_instructions+plk.txt 

Writing Content Cluster Number : 3183163(1) HELP_RECOVER_instructions+plk.txt 

File Creation  HELP_RECOVER_instructions+plk.html 

Writing Content Cluster Number : 3183165(2) HELP_RECOVER_instructions+plk.html 

Renaming File capture_filters.txt -> capture_filters.txt.micro capture_filters.txt.micro 

  capture_filters.txt.micro 

Renaming File display_filters.txt -> display_filters.txt.micro display_filters.txt.micro 

  display_filters.txt.micro 

Renaming File faq.txt -> faq.txt.micro faq.txt.micro 

  faq.txt.micro 

File Deletion Path : %AppData%\Roaming\ ltpiwd.exe 

표 2. NTFS Log Tracker 

 

위 표는 랜섬웨어가 종료된 후의 MFT 이다. 우선 실행을 한 후 최초 실행된 

26.exe 와 같은 파일을 ‘Roaming’에 생성한다. 그 다음, recover_file_hbmmvstaw.txt 라는 

파일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파일은 4 줄의 문자열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파일이 어떠한 용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Q2QYBcJXtA4aquDCkBkPdXcRb7RZXVrUA 

04CA9FD61B4CF92992C7C597083BB26D7D506B021BD684392D81FE874B46AA9E86F1F18F3111AFF48E2BDFA

DE6361C953BD3FBC2DFEA8C68218FC797C4E1087A8D1630071DF2A4298EC7B8ADE0208D53092C452573FC65

A89E33A664F92F38E77E 

A873A68C482D84C 

26 

표 3. Recover_file_hbmmvstaw.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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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refetch 분석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Prefetch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프리패치 파일의 경우 

어떠한 파일이 같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단서들이 될 수 있다. 

해당 파일의 경로와 관련된 다른 파일들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자. 

 

Process Loaded File Full Path 

26.exe ltpiwd.exe %AppData%\Roaming\Ltpiwd.exe 

ltpiwd.exe - - 

VSSVS.exe - - 

VSSADMIN.exe - - 

표 4. WinPrefetchView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에 실행된 26.exe 는 itpiwd.exe 를 로드한 항목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26.exe 가 하위 프로세스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3.1 에서 

확인했듯이, 해당 랜섬웨어는 여러 번 VSSVS 나 VSSADMIN 과 관련하여 실행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이에 대해 “Yes”를 누르지 않을 경우, VSS 가 삭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여부를 묻는다면 “No”를 약 2 초 간격마다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눌러주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3.4 Registry 분석 

해당 랜섬웨어를 실행한 뒤, 레지스트리에도 변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REGA 를 사용하였다. 변화된 레지스트리 키 중 아래의 키를 보자. 해당 경로는 

악성코드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부분이다. 

 

Key  Last Write Time  Key Path  

Run  2016-02-05 02:13:50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Value  Value Type  Value Data  

Xwozbpc  REG_SZ  %AppData%\Roaming\ltpiwd.exe  

표 5. R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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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당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는 새로운 26.exe(ltpiwd.exe)는 3.2 의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세스의 기능을 다하면 자기 자신을 삭제한다. 이럴 경우 해당 

키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키에 등록되는 것은, 암호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컴퓨터를 종료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이라 볼 수 이다. 다시 말해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종료가 되면 

랜섬웨어는 암호화가 된 결과물이 적게 산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가 있다. 

 

3.5 Network 분석 

암호화가 진행되는 동안 “212.85.98.241”와 네트워크 연결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패킷은 WireShark 를 통해 캡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12.85.98.241”와 

네트워크 연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Whois 를 통해 해당 IP 를 조회할 수가 있다. 조회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Item Value 

 Inetnum 212.85.96.0 – 212.85.113.255 

 Netname HOMEPL 

 Country PL 

 Descr Home.pl Network 

 Domain Southinstrument.org 

표 6. Whois 

 

여기서 해당 도메인 주소를 알 수가 있다. Southinstrument.org 라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결과 백신으로부터 해당 사이트가 차단된다. 따라서 VM 을 통해 

접속해본 결과, 일반적인 장비 판매 업체의 사이트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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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적 분석 

정적 분석에서는 동적 분석을 통해 얻은 행위들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안티 디버깅 기법에 의하여 디버거로 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 해당 프로세스를 메모리에서 추출하여 이를 

분석할 것이다.  

 

프로세스가 패킹이나 암호화 되어있을 때, 이를 디버거로 분석하기에는 난해하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들도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CPU 가 알아볼 수 있는 명령어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나 패킹을 해제한 상태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고자 메모리에서 추출한 것이다.  

 

추출한 프로세스를 IDA 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세스에서는 0041F3E0 에 

주요 함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부분의 앞부분에 SHGetFolderPath API 를 통해 

여러 폴더의 경로를 구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진행된 후 CopyFile API 와 

CreateProcess API 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에서 동작을 확인했던 바에 비추어 

26.exe 가 새로운 파일 이름을 갖는 ECX 에 

맞게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를 

실행하여 프로세스로 생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IDA – CreateProcess & CopyFile 

 

3.1 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세스 ltwpiwd.exe 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암호화를 진행한다. 여기서 암호화가 진행되는 동안 vssadmin.exe 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명령어가 “vssadmin.exe delete shadows /all 

/Quiet”로 기존의 VSC 를 삭제하는 명령어였다. IDA 를 통해 확인할 결과 해당 명령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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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 그림에서 CreateThread API 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스레드의 내용은 StartAddress 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인자로 사용되는 명령어는 

위에서 언급했던 vssadmin 명령어이다. 

이렇게 vssadmin 이 스레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림 5. IDA - CreateThread 

 

VSS 와 관련된 스레드가 생성된 후, 

가장 핵심적인 스레드가 생성된다. 해당 

스레드에 사용된 API 들은 우측의 주석에 

적어놓았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Start 

Address 에 스레드가 수행할 명령어와 

함수가 존재하고 있다. 주석을 보자. 

Wnet-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API 들이 

있으며, 그 외에 파일을 찾는 API 들이 

보이며, 찾은 파일들을 수정하는 

함수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6. IDA – CreateThread 

 

해당 Start Address 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면, 우선 FindFirstFile API 를 통해 암호화 

하고자 하는 첫 대상 파일을 찾는다. 대상이 된 파일은 CreateFile 의 OPEN_EXISTING 

인자를 통해 해당 파일 연다. 

 

그리고 만약 파일의 사이즈가 32 Bytes 보다 작거나, 327,155,712 Bytes 보다 클 경우 

암호화가 진행되지 않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사이즈가 이에 부합할 경우 

해당 파일을 ReadFile 을 통해 파일의 내용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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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reateThread - Start Address 

 

이렇게 읽은 후 해당 파일의 앞 부분에 0x170 만큼 데이터가 기록된다. 여기서 

0x16C 까지의 내용은 모두 공통적인 바이트를 갖고 뒤 바이트부터는 서로 상이하다. 

파일에 대한 기록이 완료되면 FindNextFile API 를 통해 다음 파일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스레드가 대상 모든 파일에 암호화가 진행되면, 

스레드가 종료되며 해당 프로세스도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