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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25일 오전 9시 10분경 청와대 홈페이지 및 주요 정부기관 등이 사이

버 공격에 노출되었으며, 공격은 웹 사이트 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신상정보 

유출 등이 수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5일 15:40분을 기점으로 사이버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Information Service about a new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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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013년 06월 25일 오전 9시 10분경 청와대 홈페이지 및 주요 정부기관 등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었으며, 공격은 웹 사이트 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신상정보 유출 등이 수행되었

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이버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그림 1] 청와대 긴급 점검 안내 페이지 

 

[그림 2] 새누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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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격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여러 기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시간 22:00시 확인 결

과 대부분의 기관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기관 주소 복구 현황 

청와대 www.president.go.kr O 

국무조정실 pmo.go.kr/pmo_web/main X 

국방부 www.mnd.go.kr O 

국정원 www.nis.go.kr O 

조선일보 www.chosun.com O 

대구일보 www.idaegu.com O 

매일신문 www.imaeil.com O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index.jsp O 

이투데이 www.etoday.co.kr O 

새누리당 서울시당 seoul.saenuriparty.kr O 

새누리당 경기도당 www.visiongg.com O 

새누리당 인천시당 www.hannaraincheon.or.kr O 

새누리당 부산시당 busan.saenuriparty.kr O 

새누리당 울산시당 ulsan.saenuriparty.kr O 

새누리당 경남도당 gyeongnam.saenuriparty.kr O 

새누리당 제주도당 http://jeju.saenuriparty.kr O 

새누리당 경북도당 www.gbsaenuri.kr O 

새누리당 강원도당 www.hangangwon.org/ O 

표 1. 피해 기관 복구 현황 

 

http://www.president.go.kr/
pmo.go.kr/pmo_web/main
http://www.mnd.go.kr/
http://www.nis.go.kr/
http://www.chosun.com/
http://www.idaegu.com/
http://www.imaeil.com/
http://www.kpf.or.kr/index.jsp
http://www.etoday.co.kr/
http://seoul.saenuriparty.kr/
http://www.visiongg.com/
http://www.hannaraincheon.or.kr/
busan.saenuriparty.kr
ulsan.saenuriparty.kr
gyeongnam.saenuriparty.kr
http://jeju.saenuriparty.kr/
www.gbsaenuri.kr
www.hangang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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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현황 

 

공격자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일부를 변조했습니다. 

 

 

[그림 3] 해킹된 청와대 홈페이지 

 

[그림 4] 해킹된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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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는 “Anonymous”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림 5] 해킹된 청와대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과정에 패킷을 캡쳐하여 확인해본 결과 “정부통합전산센터”의 

DNS(gcc.go.kr)에 무작위로 생성한 도메인 질의를 통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수행하

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6]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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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가 웹 사이트 변조를 통해 유출한 신상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URL 참조 

새누리당원 신상정보 - 250만명 http://saenuri.wikidot.com/ [그림 10] 

군장병 신상정보 - 30만명 http://korea-military.wikidot.com/ [그림 11] 

청와대 신상정보 - 20만명 http:/cheongwadae.wikidot.com/ [그림 12] 

미 25보병사단 신상정보 – 1만 5천명 pastebin.com/8LiH7xcJ [그림 13] 

미 3해병사단 신상정보 - 1만명 pastebin.com/tkp6tjNG [그림 14] 

미 1기 병사단 신상정보 – 1만 5천명 pastebin.com/RJHIFtFu [그림 15] 

표 2. 신상정보 유출 정보 

 

신상정보가 유출된 각각의 웹 사이트에서 신상정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새누리당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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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군장병 신상정보 

 

 

[그림 9] 청와대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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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 25보병사단 신상정보 

 

 

[그림 11] 미 3해병사단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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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 1기 병사단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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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격 

 

“청와대” 해킹 영상을 토대로 대략 추정한 결과 공격 대상인 청와대 웹 서버 platform은 

Solaris 10 Sparc machine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쉘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back-

end 실행되어 정확한 취약점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WAS 취약점 혹은, 게시판 글쓰

기를 통한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취약점으로 추정됩니다.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취약점을 토대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웹 쉘 공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영상에서 w3b_avtix Tool이 동작되는 도중 pattern 분석과 scanning을 하

는 과정이 확인되었고, 공격에 성공한 후 최초 쉘 경로와 uid, gid가 999(www)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Tool을 이용한 웹 사이트 변조는 오랜 기간 준비된 공

격 형태로 추정됩니다. 

 

 

 

[그림 13] 공격 과정 추측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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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파일 정보입니다. 

악성코드 명 wuauieop.exe 

파일 크기 847,872 bytes MD5 F60935E852D0C7BCFFAA54DDA15D009A 

파일 타입 exe 기 타  

표 3. 악성코드 파일 정보(1) 

 

표 4. 악성코드 파일 정보(2) 

악성코드가 제작된 시간은 2013.06.24 09:45:38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4] 악성코드 샘플 제작 시기 

악성코드의 샘플의 디버그 스트링 정보 확인 결과 Themida 패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5] 디버그 스트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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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악성코드 동작 개요도 

 

Themida로 패킹되어 있는 악성코드를 언패킹하면, UDP 소켓을 생성하고, DNS 포트인 53번 

포트로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이 때 악성코드는 두 개의 스레드를 이용하여, 반복 공격을 수

행합니다. 

 

[그림 17] IP 주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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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랜덤한 문자열을 “gcc.go.kr”과 결합해 공격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그림 18] 도메인 생성 

 

UDP로 전송할 패킷을 생성하며, sendto 함수를 이용하여 위에서 생성한 도메인에 전송합니

다. Sendto는 패킷 전송 함수로 사용됩니다. 

 

[그림 19] 패킷 생성 및 전송 

 

Sendto를 이용하여 패킷 전송 후 레지스터 edi 값이 ‘5’가 되면 소켓과 포트, IP 주소를 재설

정합니다. 재설정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다시 레지스터 값을 체크하는 

형태로 무한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DNS 서버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감행하

기 위한 악성코드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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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반복적인 패킷 전송 

 



6.25 사이버테러 분석 보고서 
 

 

facebook.com/nshc.redalert                            © 2013 Red Alert. All Rights Reserved.  

 

15 

4. 결론 

해당 공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웹 사이트를 변조했던 웹 사이트 변조 공격, 일부 신상정보를 탈취한 공격, 시스템

을 마비시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그것입니다.  

그간 국제해킹조직 “Anonymous”에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청와대” 웹 사이트 변조 

시 출력되던 데이터 등으로 미루어볼 때, “Anonymous”가 연관성이 있다는 추측만 가능할 뿐 

명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Anonymous”로 추정되는 인물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림 21] Anonymous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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