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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획득 하는 방법은 레지스트리와 윈도우
로그온 세션을 통해 NTLM 해시 값을 획득하고, 이를 크랙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아래 [표
1]은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는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NTLM 해시 값을 획득하는
방법들이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http://bernardodamele.blogspot.kr/ 의 “Dump
Windows password hashes efficiently” 연재를 보도록 하자.

표 1 사용하는 파일 별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NTLM 해시 획득 방법
사용 파일
SAM
NTDS.DIT
NTDS.DIT /SAM

패스워드의 NTLM 해시 획득 방법
SAM 하이브 파일의 값 복호화
NTDS.DIT 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추출 후 복호화
NTDS.DIT/SAM 하이브 파일의 Password History 정보를 이용

SECURITY

SECURITY 하이브 파일의 LSA Secret 복호화

SECURITY

SECURITY 하이브 파일의 Cached Domain Logon 정보를 이용

MSV1.0

윈도우 로그온 세션의 Credential 정보를 이용

해당 기법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는 모두 NTLM 해시로 되어 있으며, 패스워드 크랙 도구를 통해
크랙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패스워드가 크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도록 길게 설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획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브 상태에서 DLL Injection 을 하여,
아무리 긴 패스워드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출력하는 도구
“Mimikatz”가 2012 년도에 발표1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해당 도구가 사용한 방법 중 하나인 “Wdigest 를 이용한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추출” 방법을 메모리 덤프에 적용하여, 메모리 포렌식 시에 수사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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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katz : http://blog.gentilkiwi.com/mimik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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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윈도우 인증 패키지
윈도우 인증 패키지란 윈도우 보안을 구현하는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Lsass 프로세스
컨텍스트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DLL 들을 포함한다. 이 중 인증 DLL 의 역할은
주어진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며, 인증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Lsass 에 좀 더 상세한 사용자의 정보를 반환하고 이를 통해 Lsass 가 토큰을 생성한다.
대표적인 윈도우 인증 패키지는 MSV1_0, TsPkg, Wdigest, LiveSSP, Kerberos, SSP 등이 있으며,
각각 패키지 별로 Remote RDP, 웹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에 의해 구현되었다. 이는 ChallengeResponse 방식을 위해 특정 필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항상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
문서에서는 윈도우 인증 패키지 중 Wdigest 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한다.

2.1 WDigest.dll
Wdigest.dll 은 윈도우 XP 시스템에서 처음 소개 되었으며, HTTP 다이제스트 인증 및 SASL
(Simple Authentication Security Layer) 교환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다이제스트 인증에 사용되어 NTLM 프로토콜과 같이 Challenge-Response 방식을 사용하며, MD5
해시 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서를 전송하고, 기본 인증보다 향상된
보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증을 위한 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평문 패스워드가 필요한
특징이 있어, 이를 악용 가능하다. 아래 [그림 1]과 [표 2]는 다이제스트 인증 아키텍처와 각각의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1 다이제스트 인증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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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이제스트 인증 요소
파일
Wdigest.dll
Lsasrv.dll

설명
LDAP 및 웹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SSP 를 구현
LSA 의 보안 서비스 관리(보안 정책 및 동작)

Secur32.dll

유저 모드 응용프로그램 SSPI 를 구현

Ksecdd.sys

커널 보안 장치 드라이버가 유저 모드에서 Lsass 와 통신하는데 사용

3. 라이브 상태에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추출
라이브 상태에서 DLL Injection을 이용해 Wdigest에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
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라이브 상태에서 WDigest를 이용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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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과정의 수행되는 함수/dll 요소 별 동작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우선 Lsass의 LsaEnumerateLogonSessions 함수를 통해 시스템에 존재하는 로그온 세션
식별자들(LUIDs)과 세션들의 수를 획득한다. 아래 [그림 3]은 LsaEnumerateLogonSessions
함수2이다.

그림 3 LsaEnumerateLogonSessions 함수

LogonSessionCount 포인터 변수는 로그온 세션의 개수를 가지고, LogonSessionList 포인
터 변수는 로그온 세션 식별자들 중 첫 번째 요소의 주소 값을 가진다. 이를 통하여 시
스템에 존재하는 로그온 세션 리스트를 추적 가능하다.

2.

WDigest.dll의 l_LogSessList는 LIST_ENTRY 구조체로 되어 있으며, Flink, Blink, LUID를 비
롯해 유니코드 문자열로 사용자 명, 도메인, 암호화된 패스워드, 도메인 DNS 등을 가지고
있다.

3.

이후 Lsasrv.dll의 LsaUnprotectedMemory 함수를 통해 l_LogSessList에서 획득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복호화 가능하다. 아래 [그림 4]는 LsaUnprotectedMemory 함수3이다.

그림 4 LsaUnprotectedMemory 함수

2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desktop/aa378275(v=vs.85).aspx

3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desktop/ff714510(v=vs.85).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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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saUnProtectedMemory 함수를 디컴파일 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LsaUnprotectMemory 함수 디컴파일

내부적으로 LsaEncryptMemory 함수를 호출하며, 아래 [그림 6]은 LsaEncryptMemory 함
수의 디컴파일 결과 이다.

그림 6 LsaEncryptMemory 함수 디컴파일

위 디컴파일 결과를 통해 결론적으로 Lsasrv.dll의 LsaEncryptMemory 함수가 3DesKey
해들값과 pbIV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패스워드 복호화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설명하였다. 해당 동작 과정을 코드를 통해 살펴보고 싶은 분
은 https://github.com/thomhastings/mimikatz-en/ 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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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모리 덤프에서 윈도우 로그온 정보 추출
추출을 수행하기 전에 메모리 덤프에서 WDigest를 이용해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획득하기
위해 알아야 할 부분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아래 [표 3]을 보자.

표 3 알아야 할 부분
분류
필요한 dll
찾아야 할 값

설명
WDigest.dll : 암호화된 패스워드 값의 주소를 가지고 있음
Lsasrv.dll : 암호화된 패스워드의 복호화를 위해 필요
WDigest.dll : l_LogSessList 의 암호화된 패스워드 값의 주소
Lsasrv.dll : 3DesKey 의 Handle 값, pbIV 값

위 [표 3]에서 언급한 내용만 보면 패스워드 추출은 단순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메모리 덤
프에서 해당 값을 찾고 이를 추적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순서를 거쳐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가지
고 있는 메모리 덤프 파일 자체로는 물리 주소로만 접근 할 수 있고, dll이 가지고 있는 포인터
값은 가상 주소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덤프에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WDigest.dll과 Lsasrv.dll을 추출하기 위해 상위 프로세스인 Lsass.exe의 PID를 확인하
자. 아래 [그림 7]은 Volatility의 pslist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Lsass.exe의 PID를 확인한 화면이다.

그림 7 Lsass.exe의 PID 확인

이후 Lsass.exe가 실행되고 있을 때 할당된 메모리 영역의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 memdump 플
러그인을 이용해 Lsass.exe의 메모리 덤프를 획득한다. 아래 [그림 8]은 PID 488번인 Lsass.exe의
메모리 덤프 명령 수행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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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sass.exe 메모리 덤프 수행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전체 메모리 덤프 -> 추출해야 할 모든 값”이 있는 Lsass.exe 메모리 덤
프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획득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덤프 파일 크기를 줄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Lsass.exe 메모리 덤프 역시 물리 주소로만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상 주소와 물리 주
소의 맵핑을 위한 메모리 맵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아래 [그림 9]는 memmap 플러그인을 통하
여 해당 메모리 덤프의 메모리 맵을 추출하는 화면이다.

그림 9 메모리 맵 수집

다음으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추출에 필요한 dll 중 하나인 WDigest.dll을 덤프 한다. 아래
[그림 10]은 Wdigest.dll을 덤프 하는 명령 수행 화면이다.

그림 10 WDigest.dll 덤프

WDigest.dll은 암호화된 패스워드 값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적하기 위한 리스트의 첫
시작주소는 l_LogSessList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는 LIST_ENTRY 구조체로 되어 있다. 아래 [그림
11]은 l_LogSessList에 저장된 값을 나타낸다.

그림 11 l_LogSessList 확인

0x168D50는 사용자 로그온 세션 리스트 중 가장 첫 번째 요소의 가상 주소를 나타낸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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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포함하는 영역을 찾아 Lsass.exe 메모리 덤프 파일의 물리 주소를 확인해 보자. 아래 [그림
12]는 메모리 맵 파일에서 0x168D50을 포함하는 가상 주소 영역을 검색하는 화면이다.

그림 12 0x168D50 포함 주소 검색

0x00168000부터 0x1000 사이즈의 영역이 Lsass.exe 메모리 덤프 파일의 0x5c000부터 매핑 되어
있다. Lsass.exe 물리 메모리 덤프에서 0x5C00 + (0x168D50 - 0x168D00) = 0x5CD50으로 이동하여
값을 확인해 보자. 아래 [그림 13]은 WinHex에서 오프셋 0x5CD50 지점을 확인한 화면이다.

그림 13 Lsass.exe 물리 메모리 덤프에서 0x5CD50 지점 확인

0x5CD50으로부터 0x20 지점은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곳이며, 내용이 없을 경우 바로 다음 4
바이트를

확인한다.

이

메모리

덤프에서는

오프셋

0x5CD74부터

4바이트에

있는

값인

0x001C80A8이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영역이며, 아래 [그림 14]는 이를 확인한 화면이다.

그림 14 0x001C80A8 포함 주소 검색

Lsass.exe 메모리 덤프의 0xBC000 + (0x1C80A8 - 0x1C8000) = 0xBC0A8 지점으로 이동하여 보자.
유니코드로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5]는 사용자 계정을 확인
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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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용자 계정 확인

암호화된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는 사용자 계정 정보 주소를 가지는 0x5CD74 +
0x10 오프셋에 존재한다. [그림 13]의 0x5CD84 지점의 값 0x001A1DB8의 물리 주소를 아래 [그림
16]과 같이 확인해 보자.

그림 16 0x001A1DB8 포함 주소 검색

Lsass.exe 메모리 덤프의 0x95DB8 지점으로 가면 아래 [그림 17]과 헥사 값이 존재한다. 해당
부분이 바로 WDigest.dll에서 획득 가능한 암호화된 사용자의 패스워드 이다. 중간에 0x00(NULL)
이 포함되어 실제로는 0x95E23 까지가 암호화된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의 유효 값 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암호화된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확인

다음으로 암호화된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를 복호화 하기 위해 필요한 dll인
Lsasrv.dll을 덤프 한다. 아래 [그림 18]은 해당 dll 덤프 화면이다. 플러그인 명령 방식은 기존
WDigest.dll 덤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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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Lsasrv.dll 덤프

3DesKey 핸들 값은 LsaEncryptMemory 함수의 패스워드 복호화 과정에 사용되며, 아래 [그림
19]와 같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값은 이 3DesKey 핸들값이 아닌 pbSecret
값이다. 복호화를 수행하는 최종 값은 pbSecret와 pbIV, 암호화된 사용자의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
드 이 3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pbSecret 값은 3DesKey 주소 + 0x3C 위치에 존재한다.

그림 19 3DesKey 주소 확인

0x31000은 물리주소 0xFB000에 맵핑 되는 것을 아래 [그림 20]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20 0x310000 포함 주소 검색

pbSecret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0x3C 위치 이후에 존재하므로, Lsass.exe 메모리 덤프의 0xFB000
+ 0x3C = 0xFB03C로 이동해보자. 아래 [그림 21]과 같이 앞에 4바이트의 크기가 존재하고, 뒤에
헥사 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pbSecret 값 확인

마지막으로 pbIV 값은 단순히 Lsasrv.dll의 InitializationVector[4]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값을 확
인하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2]는 pbIV 값을 확인한 화면이다.

10

그림 22 pbIV 값 확인

마지막으로 획득한 값을 통해 Python으로 3Des 를 구현하여 실제 사용자 로그온 패스워드를 확
인해 보겠다. 아래 [그림 23]은 해당 Python 코드이다.

그림 23 사용자 암호 복호화를 위한 파이썬 코드

[그림 24]는 코드 수행 결과이다. 패스워드 길이가 매우 길더라도 복호화가 가능하다.

그림 24 복호화 코드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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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olatility Plugin - logon
본 문서에서 소개한 메모리에서 윈도우 사용자 로그온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토대로
Volatility 플러그인을 제작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간단하게 해당 플러그인의 동작을 설명하고자 한
다. 대략적인 플러그인의 동작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5.1. Lsass.exe, Wdigest.dll, Lsasrv.dll 메모리 덤프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한 영역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본 플러그인
에서는 필요 영역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덤프 한다. 아래 [그림 25]는 덤프
를 수행하는 함수이다.

그림 25 dump() 함수

각각의 필요 이미지들은 Volatility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덤프 모듈들을 이용 해 덤프하며, 이
때 덤프 목록에서 필요한 이미지들의 이름을 이용 해 필터 하여 자동으로 덤프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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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용자 계정 명 추출
메모리에서 사용자 계정 명을 추출 할 때에는 l_LogSessList+0x20의 값(사용자 계정 명을 유니
코드로 가지고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만약 주소가 유효하지 않다면 다음 4 바이트 필드의 주소
를 확인하여 계정을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플러그인에서는 어떤 필드에 어떤 주소가 계
정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영역(4바이트 * 3회)의 주소 값을 확인
후, 해당 주소로 이동해 유효한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여 계정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유효
한 계정의 검증은 윈도우 계정 명 정책을 따른다. 아래 [그림 26]은 계정명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를 찾는 루틴이다.

그림 26 계정명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 찾는 루틴

그 후 아래 [그림 27]과 같이 다음 루틴에서 해당 후보 군들의 저장 값이 계정 명이 맞는지 검
증을 수행한다.

그림 27 계정명 검증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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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암호화 된 패스워드 추출
계정 명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가진 필드로부터 +0x10 영역에 해당 계정의 암호화된 패스워
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계정 명 검증 시 유효한 계정을 발견하면 해당 계정이 발견되었던 필드
의 주소 +0x10 연산을 하여 암호화 된 패스워드가 저장된 주소 값을 확인 및 추출한다. 이때 [그
림 17]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암호화 된 패스워드는 바로 앞 4바이트에 저장된 암호화 된 패스워드
문자열 길이와 다르다. 그러므로 해당 루틴에서 0x00(NULL) 까지만 추출하여, 실제 복호화에 필요
한 값만 저장한다. 아래 [그림 28]은 암호화 된 패스워드 추출 루틴이다.

그림 28 암호화 된 패스워드 추출 루틴

5.4. pbSecret 값 추출
pbSecret은 사실 상 복호화 과정에서 키 역할을 하는 값이다. 해당 값을 찾기 위해서는 디컴파
일에서 수행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KSSM” 이라는 특정 시그니처로
pbSecret 영역을 찾아야 한다. pbSecret은 KSSM 시그니처 이후 16바이트 뒤에 문자열 길이 값을
두고 있고, 바로 다음부터 pbSecret 값을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 29]는 pbSecret 추출 루틴이다.

그림 29 pbSecret 추출 루틴

5.5. pbIV 값 추출
pbIV 값 또한 pbSecret처럼 특정 시그니처를 통해 값을 찾아야 한다. 이때 “DebugFlags” 라는
시그니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그니쳐와 pbIV 값 사이에 0x00(NULL) 값이 있다. pbIV는 크기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16바이트 크기 또는 해당 값부터 0x00(NULL)까지 추출하면
된다. 아래 [그림 30]은 pbIV 추출 루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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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pbIV 추출 루틴
.

5.6. 패스워드 복호화
패스워드 복호화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Crypto 함수로 수행한다. 초기벡터(pbIV), 키(pbSecret),
암호화 된 문자열(EncryptedPassword)이 필요하며, 3D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호화가 끝나면
덤프 및 사용 했던 이미지 파일들을 모두 지워준다. 아래 [그림 31]은 패스워드 복호화 루틴이다.

그림 31 복호화 루틴
.
아래 [그림 32]는 해당 플러그인 수행 결과 이다.

그림 32 플러그인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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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러그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gitlab.kr/For-MD/volatility-plugin-logon/blob/master/logon.py

6. 결론
먼저 해당 도구는 현재 바뀌고 있는 컴퓨팅 환경에 맞추어 계속해서 개발하고, 방법을 내놓을
것이다. 32bit 환경에서 64bit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 해당 플러그인의 적용 범위는 50:50이
다. 그러므로 64bit 환경에서의 윈도우 계정정보 추출 방법을 적용하고, 다양한 인증 패키지에서
계정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 적용하여 플러그인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지막으로 Active Directory 환경도 고려하여 해당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와 도메인 인증 때의 윈도
우 계정정보와 인증세션을 어떻게 메모리 내에서 추출 할 것인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듯 하다.

해당 문서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메모리 이미지에서 윈도우 계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dll Injection을 이용한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볼 때 메모리의 무결성을 파괴하므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방법은 오
프라인 상에서 메모리 이미지 만을 가지고 윈도우 계정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추후 수사권, 또는
침해사고 등의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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