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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은 소 트웨어 개발기 인 조선콤퓨터센터(KCC)를 설립하고 자체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다. 조선콤퓨터센터(KCC)는 리 스 오 소스 기반의 붉은별 운 체제를 개발하고, 내부 응용 로

그램인 서 문서처리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문서체계의 보안 취약 을 분석하기 

해 서 문서체계와 유사한 워드 로세스의 CVE 보안 취약 을 분석하고, 서 문서체계의 일인 

ODT 일의 구조를 분석한다.

1. 서론

   북한은 6,800여 명의 사이버  인력을 양성하는 등 비

칭 략 수단인 사이버공격능력 확보에 치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강화된 사이버능력을 통해 2009년 7.7 

DDoS를 시작으로 사이버 을 확 하고 있다[1-3].

   북한은 소 트웨어 개발기 인 조선콤퓨터센터(KCC)

를 설립하고 자체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리 스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붉은별(Red Star)이 

표 이다. 붉은별은 2006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12년에 

2.0버 , 그리고 2014년에 3.0버 이 공개되었다[4]. 최근에

는 4.0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는 공개되지는 않

고 있다. 한, 붉은별 2.0부터는 한컴 Office와 비슷한 서

문서처리체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붉은별(Red Star) 3.0에 탑재된 서 문

서처리체계 3.0의 일의 구조를 분석하여 향후 보안 취약

을 확인하기 한 선행 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알려진 

워드 로세스의 보안 취약 과 분석된 서 문서처리체계

의 일 구조를 통해 해당 소 트웨어의 취약 을 발견하

여 북한의 컴퓨  능력을 간 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붉은별 운 체제, 서  문서처

리체계와 워드 로세스의 보안 취약 에 해 알아보고, 3

장에서는 서 문서처리체계 일 구조를 확인하고, 4장에

서는 결론과 향후연구를 제시한다. 

2. 련연구

  2.1 붉은별 운 체제  서  문서처리체계

   붉은별(Red Star)은 오 소스 기반의 리 스를 사용하

여 북한에 맞게 수정한 운 체제이며, 내부 응용 로그램 

일부는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별(Red 

Star)은 2001년부터 북한의 조선콤퓨터센터(KCC)를 심

으로 여러 개발기 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붉은별 내에는 여러 응용 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서  문서처리체계로서 우리나라의 한

컴 Office와 유사하다[5].

(그림 1) 붉은별(Red Star) 서 문서처리체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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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서처리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확장자는 개방형 

문서표  포맷(ODF, 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ication)을 사용하고 있다. ODF 표 은 사용자가 다른 

문서 작성 소 트웨어를 쓰더라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

하고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해 마련된 표 으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에서 표 화하 으며, 2006년에 

ISO/IEC 26300:2006으로 발표되었다[6].

  2.2 워드 로세스 보안 취약  분석

   각종 자 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워드

로세스의 종류에는 한컴 Office의 한 , MS Office의 

Word, Apache OpenOffice의 Writer, LibreOffice, KOffice

의 KWord 등이 있으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

트웨어는 한컴 Office의 한 과 MS Office의 Word가 있

다. 외국은 MS Office Word에서 사용하고 있는 Doc 확

장자를 많이 사용하며, 우리는 한컴 Office 한 의 Hwp 

확장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서 문서

처리체계에서 ODT라는 국제 표  형식을 따르고 있다.

   한컴 Office 한 의 보안 취약 을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Detail[7]에서 확인해보면 

2018년 재까지 총 14개 보안 취약 이 발견되었으며, 주

로 Code Execution과 Overflow 취약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한컴의 연도별, 타입별 보안 취약  분석

   한컴의 보안취약 은 2012년부터 재(2018년)까지 14

개로 분석되었고 앞으로 더 발견될 수도 있다. (그림 2)에

서 볼 수 있듯이 2012년에 최  취약 이 발견된 이후 

2017년에 보안 취약 이 년도 비 증하 고, 재까

지도 발견되고 있다. 타입별 보안 취약 을 볼 때, 한컴의 

보안 취약 은 부분 Overflow와 Execute code에 집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MS Office의 Word의 보안 취약 을 살펴보

면, (그림 3)과 같이 재까지 총 166개의 보안 취약 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취약  타입으로는 Code Execution

과 Overflow, 그리고 Memory Corruption, Denial of 

Service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MS Word의 연도별, 타입별 보안 취약  분석

3. 서  문서처리체계 일 구조 분석

   붉은별(Red Star)의 서  문서처리체계의 ODT를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작성된 ODT 일을 16진수로 변환

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16진수 바이 리 형태로 변환된 ODT 일

(그림 5) ODT 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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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T 일은 Zip 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Local File 역과 Central Directory 역, 2가지 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ODT 일을 나

타낸 그림이다.

   Local File 역은 Header와 Data 역으로 다시 구분

된다. Header 역의 요필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

째 Signature 필드는 각 Local File 의 시작을 나타내고 

항상 (50 4B 03 04)라는 특정값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CRC32 필드이다. 이 필드에는 데이터가 압축되기  데

이터의 CRC32값이 장되며,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확

인하기 하기 한 체크값이다. 세 번째 필드는 Name으로 

ODT 일 내 해당 XML 일의 이름을 나타낸다. 

  ODT 일은 XML 일이 포함된 ZIP보  일로 장

된다. ODT 일 내에는 첫 번째 Content.xml 일이 있

으며 문서의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이다. 문서를 

장하고 여는 시간을 이기 해서 서식요소를 빼고 장

된다. 두 번째는 Meta.xml 일이며, 속성에서 입력할 수 

있는 문서에 한 메타 정보가 포함된다. 세 번째는 

Setting.xml 일로, 이 문서에 한 추가 속성이 장된

다. 네 번째는 Styles.xml 일이며, 문서에 용된 스타일

을 담고 있는 일이다. 다섯 번째는 Meta-inf/manifest.xml 

일로 XML 일 구조를 설명한다. 여섯 번째 Mimetype

은 문서의 MIM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타입을 기술한다. 이 XML은 각 Local File Area로 나

어져 장된다.

  그리고, 한  일의 BinData  BodyText와 같은 역

할을 하는 역은 Content.xml 역으로 바이 리 역으

로 보았을 때 Local Header 역  하나이며, 시그니처

는 (05 4B 03 04)로 역이 구분가능하다. 다음으로 

Content.xml은 Local Header 내 12번째 필드인 Name 필

드에 (63 6F 6E 74 65 6E 74 2E 78 6D 6C)으로 다른 

XML 일 역과 구분된다. (그림 6)은 ODT 일의 바

이 리 형태에서 Local Header 내 Content.xml 일 특징

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6) Local Header 내 Content.xml 일 특징 

4. 결론  향후 연구

  북한은 사이버공간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특성과 사이버 공간이 실세계와 한 과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격 상에 혼란을 고조시킬 수 있는 수

단으로서 사이버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

버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  문서처리체계의 ODT 일을 분석

하여 주요 특징과 한컴, 워드의 보안 보안취약 과 같이 

살펴보고 취약 이 주로 발견되는 바이 리 역을 살펴 

보았다. 향후에는 서 문서처리체계에 한 보안 취약 을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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