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 스미싱 분석 보고서 

- Rootnix(김민주) @ Pwn&Play -  



 

 

<Figure 1> 

위와 같은 스미싱 메세지. 

해당 링크 접속시 악성 apk 다운로드. 



 

<Figure 2> 



 

<Figure 3> 



구글 App Store 라는 이름으로, Play Store와 흡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설치시 보여주는 권한을 보면 

1. 내 메세지 

2. 내 개인 정보 (연락처, 통화기록) 

3. 네트워크 통신 

4. 저장소 접근 (SD카드에 접근,생성,수정,석제) 

5.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젂화를 걸거나, 메세지를 보내는 등 과금되는 행위) 

6. 통화 (젂화를 걸거나, 젂화를 가로채거나, 통화 상태를 읽을 수 있음) 

7. 시스템 도구 (시스템 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설치 등) 

8. 하드웨어 제어 

9. 시스템 도구 – (폰이 꺼질때를 가로채 행동하거나, 폰이 켜질때 가로채 행동합니다) 



 

<Figure 4> 

   

<Figure 5> 

실제 앱을 실행시, 아무 화면이 뜨지 않고 10초뒤에 앱이 종료됩니다. ( 앱 실행 2초 후 악성코드 

실행, 8초 후 (실행 10초 후) 앱 종료. 

앱이 종료된 후 백그라운드에서 실제 악성코드가 행동을 진행합니다. 

 



 

<Figure 6>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 형태로 실행되며 C&C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공격자의 명령을 

대기하고, 공격자가 구축해 둔 서버로 다양한 정보들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서버에 업로드 하게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Figure 7> 

위의 사진은 탈취되는 Item들을 정리한 소스/패키지 입니다. 

크게 공격자에게 탈취 되는 정보들과 취하는 행동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탈취 

- 문자 메세지 탈취/조작 

- 통화 기록 탈취/조작 

- 휴대폰 정보 탈취 



- 연락처 탈취 

- 은행 정보 탈취 

- 메세지 C&C 기능 

- 통화 수발신,조작 

- 사진 탈취 

- 카드정보 탈취(진화중) 

 

 

이 악성코드는 설치된 사용자의 폰에 설치된 은행앱들을 검색한 후, 악성 은행앱으로 대체를 시

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갂으로 위에 정리해둔 정보들을 서버로 업로드를 하게 되며. 이후에도 

공격자의 C&C서버와 통신하여 또다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정보 탈취 

 

 

<Figure 8> 

위의 그림과 같은 정보를 서버에 업로드 합니다. 

핸드폰 모델명/OS버젂/통신사/IMEI/IMSI 등의 기본적인 휴대젂화 정보를 탈취합니다. 

  



 

- 메세지 정보 탈취 

 

<Figure 9> 

해당 악성코드는 위와 같이 sms정보를 탈취합니다. 

SMS를 탈취할 경우 감염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인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예: 카카

오톡 인증 ) 

메세지 내용, 수신인 번호, 메세지 시갂 등을 탈취합니다. 

 

 

- 통화 목록 탈취 

 

<Figure 10> 

이부분도 신기하게 통화목록을 탈취해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통화목록을 확인 후 통화목록에 남기지 않고 제거합니다. ( 이를 이용해 젂화/ARS 인증등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탈취 

 

<Figure 11> 

다른 악성코드와 같이 NPKI (공인인증서)를 확인후 압축하여 서버에 업로드 하는 부분을 확인하

였습니다. 

 

- 연락처 탈취 

 

<Figure 12> 

위의 그림 같이 이름과 휴대젂화번호를 서버에 업로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스미싱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 은행/개인정보 탈취 

 

<Figure 13> 

위의 그림과 같이 은행 아이디, 비밀번호, 은행이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암호, 주민등록번호, 

송금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려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악성코드가 은행정보를 탈취하고자 설치를 시도하는 악성 은행앱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BK_NAME_LIST = { 

    "NH", // 농협 

    "SH", // 신한 

    "WO", // 우리 

    "KB" , // 국민 

    "HA" // 하나 

}; 

이 외에도 사진파일(보앆카드의 목적으로 추정), 카드정보(미완성 진화중) 등도 탈취 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Why it is Scary? 

 

이 악성코드가 현재까지와의 악성코드보다 무서운 이유는 

더 많은 정보를 탈취해가는 점도 있지만, 해커의 끈질긴 집념(?) 이 보이는 악성코드라서 라고 생

각됩니다. 

C&C 서버(XMPP Push Server) 뿐만 아닌, SMS/젂화 를 통해 악성코드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

을 발견했습니다. 

 

 

<Figure 14> 

위의 사진과 같이 감염자에게 SMS로 특정 명령어를 담은 문자를 보내면, C&C 서버를 추적을 피

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감염자의 악성코드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필요할때 정보를 수

동적으로 수집할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종료할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휴대폰을 킬때 악성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며 

한가지 더 생소한 점은 디바이스 관리자 권한을 요청하여 디바이스의 젂체적인 권한을 획득합니

다. 



 

<Figure 15> 

 

디바이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디바이스의 시스템적인 기능도 조작할 수 있게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위치추적, 기기초기화 등과 같은 기능들을 사

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 악성코드를 보았을때, 갈수록 진화되는 악성코드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갂이 지날수

록 큰 피해가 많아질 것 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악성코드의 피해를 막기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들이 모두 보안의식을 가져야 하는 

점입니다.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용자가 없길 바라며, 보고서 작성자 rootni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ootnix(김민주) @ Pwn&Play 

http://pwnplay.org 

https://www.facebook.com/GroupWANG 

http://pwnplay.org/
https://www.facebook.com/GroupW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