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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R Locker PETYA 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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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R Ransomware 

 File Name Petya.exe 

 File Size 226 KB 

 CRC32 488C77E7 

 MD5 AF2379CC4D607A45AC44D62135FB7015 

 SHA-1 39B6D40906C7F7F080E6BEFA93324DDDADCBD9FA 

 

 

 

 

Extracted #1 

 File Type DLL 

 File Size 47 KB 

 CRC32 3D93BCF5 

 MD5 7899D6090EFAE964024E11F6586A69CE 

 SHA-1 9078E741D6D66FB6B4920878F0B7CD6A0F8B1C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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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ETYA 는 MBR Locker 로 랜섬웨어의 유행과 함께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16 년 3 월 

25 일부터 MBR 영역을 변조하여 정상적인 부팅이 불가능 하도록 만든다. 또한 변조된 

MBR 영역에는 기존의 랜섬웨어와 같이 아래의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림 1. 랜섬웨어 메시지 

 

해당 메시지의 내용은 하드 디스크가 암호화되었으니 이를 해제하기 위한 키를 

구매하라는 내용으로, 토르를 통해 개인에게 지정된 특정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전을 요구한다.해당 샘플이 실행된 이후 MBR 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실행 후 MBR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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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MBR 의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인코딩 되어 뒷 부분(0x7200)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시 XOR 0x37 연산을 통해 원본 MBR 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0x200~0x4400 사이의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에 XOR 0x37 연산을 진행한 뒤 

다시 해당 위치에 기록이 된다.  

 

PC 의 부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 보다 더 

파괴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발견된 PETYA 는 MBR 에 한해 조작하며 

PC 가 가진 데이터는 암호화하지 않기 때문에 MBR 을 복구하거나 하드를 다른 곳에 

연결하여 기존 파일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MBR Locker 가 좀 더 진화하여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경우 PC 

부팅부터 불가능해진 상황에 더욱 피해를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후에 나올 

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형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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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해당 악성코드 샘플에 대해 상세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한 페이지로, 주로 OllyDBG 와 

IDA Pro 를 통해 진행하였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확인할 것이며, 주로 

악의적인 부분에 한하여 다룰 것이다. 분석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해당 샘플은 메모리에 MZ 헤더로 시작하는 새로운 DLL 파일을 올려 해당 부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DLL 파일의 생성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0x41AE72 부터 0x41B358 까지의 반복문을 통해 0x41B35E 부터 새로운 바이너리를 

기록한다. 해당 첫 부분에는 JMP 명령어가 생성되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DLL 을 위해 

MZ 헤더부터 48,128 Bytes(47 KB) 기록한다. 그리고 앞의 JMP 명령어를 통해 새로 

생성된 DLL(1)의 Export “ZuWQdweafdsg345312” 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3. DLL 생성 과정 

 

메모리에 새로 로드된 DLL 의 Export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VirtualAlloc 

API 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며 여기서 DLL 자신을 다시 복사한다. 그리고 아래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한 후 복사한 자신의 DllMain 함수 부분을 호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선 

이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림 4. 메모리 할당 

 

메인 함수로 가기 전 새로운 함수들을 LoadLibrary 와 GetProcAddress API 를 통해 

로드한다. 해당 함수들은 악성코드가 자신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 핵심적으로 사용될 

함수들이며, 이는 안티 바이러스 제품으로부터 API 기반 탐지에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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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라 볼 수 있다. 로드되는 DLL 은 KERNEL32.DLL 과 ADVAPI32.DLL 두 가지이며 

이에 따른 API 목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5. 로드한 API 목록 

 

이렇게 DLL 과 API 를 메모리에 새로 올린 뒤, 위에서 VirtualAlloc 를 통해 할당된 

공간에 다시 기록된 DLL 의 Main()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해당 함수에는 핵심적인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우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논리 드라이브와 물리 

드라이브를 CreateFile API 를 사용하여 “\\.\C:”, “\\.\PhysicalDrive0”를 통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핸들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6. Drive 확인 

 

만약 위 그림에서 실패할 경우 함수는 바로 종료 루틴으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함수가 종료 루틴으로 가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MBR 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우선 물리 드라이브에 대한 핸들을 얻은 다음, 0x200 Bytes 만큼 MBR 의 내용을 읽는다. 

 

 
그림 7. MBR 의 내용을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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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은 MBR 의 내용은 아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XOR 0x37 연산을 거치게 

되며, 연산된 데이터는 이후에 물리 드라이브의 시작점에서 0x7000 떨어진 지점에 

기록하게 된다. MBR 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XOR 연산을 진행한 뒤 이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실제 CTBLocker 나 테슬라 랜섬웨어보다는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MBR 데이터 XOR 연산 후 기록 

 

 

0x0~0x200 의 내용은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0x200~0x4400 의 데이터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다. 우선 0x200 부터 0x200 Bytes 씩 읽어 이를 XOR 0x37 

연산을 진행한 뒤, 바로 해당 자리에 연산된 값을 기록한다. 0x200 부터 0x200 Bytes 씩 

읽는 작업이 0x22 번 반복되기에 0x4400 까지 이러한 연산이 진행된다. 

 

 
그림 9. 0x200~0x4400 XOR 0x37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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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작업을 통해 0x0~0x200 의 내용은 XOR 0x37 되어 0x7000 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0x200~0x4400 까지의 내용은 XOR 연산된 후 다시 원래 자리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해당 샘플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용을 MBR 에 기록하므로 MBR 을 변조시킨다. 

 

 
그림 10. 새로운 MBR 기록 

 

 

이제 0x0~0x200 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생성이 되었으며, 0x200~0x4400 에는 XOR 

되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게 된다. 그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물리 

드라이브에서 포인터를 0x4400 으로 지정한 후 0x200 Bytes 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0x4400~0x6400 새로운 데이터 기록 

 

 

이후 아래 첫 번째 그림과 0x6C00 으로 포인터를 설정하고 다시 0x200 만큼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 뒤에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이 “\x37”로 0x200 

Bytes 만큼 기록이 되며, 이는 무의미한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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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0x6C00~0x7000 새로운 데이터 기록 

 

이렇게 0x0000 부터 0x7200 까지 데이터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변조된 

MBR 을 위해 PC 가 강제로 재부팅되어야 하는데, 필자가 이전에 분석했던 .micro 

확장자는 “shutdown” 명령어를 통해 재부팅시킨 것에 반해 해당 샘플은 권한을 상승 

시킨 뒤 NTDLL.DLL 의 “RaiseHardError”의 주소를 얻고 이를 호출하므로 PC 가 

재부팅되도록 한다. 

 

 
그림 13. PC 강제 재부팅 

 

이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부팅을 진행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MBR 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CHKDSK 검사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CHKDSK 검사 단계가 

100%로 모두 완료된 후에는 PETYA 에 의해 새로 작성된 MBR 이 실행되어 랜섬웨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