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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의 시큐리티대응센터(Ahnlab Security E-response Center)는 악성코

드 및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바이러스와 보안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 리포트는 ㈜안철수연구소의 ASEC에서 국내 인터넷 보안과 고객에게 보다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바이러스와 시큐리티의 종합된 정보를 매월 요약하

여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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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XP SP2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는 악성코드 등장… 

10월에는 V3의 진단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악성코드의 피해신고와 신종 발견 건수가 지난달

에 이어 이번달에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를 입어도 신고되지 않는 건이 많이 있

으므로, 단순히 감소된 수치만으로 악성코드의 발견과 피해가 줄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향후 피해신고 및 신종 발견건수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다. 

10월에는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과 보안센터 기능을 끄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백쯔 웜이 

무려 8가지나 발견되었다. 강력한 보안기능이 강조된 윈도우 XP SP2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는 증상을 지닌 악성코드는 향후에도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0개의 신규취약점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엑셀 시트명의 길이 문

제로 인한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은 악성코드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일본과 중국의 악성코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Mass Mailer에 의한 피해가 강세였다. 그러

나 중국은 넷스카이 웜에 의한 피해는 다소 줄고 러브게이트 웜에 의한 피해가 다소 증가했

다는 것이 다소 주목할 만한다.  

테크니컬 컬럼에서는 강력한 보안기능을 지닌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을 공격하는 악성코

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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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0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작성자 : 차민석 주임연구원(jackycha@ahnlab.com) 

 

순위 악성코드명 건수 % 

1 - Win32/Netsky.worm.29568 579 18.1%

2 - Win32/Netsky.worm.17920 293 9.2% 

3 1↑ Win32/Bagle.worm.Z 257 8.0% 

4 1↓ Win32/Netsky.worm.16896.B 190 5.9% 

5 - Win32/Netsky.worm.17424 161 5.0% 

6 - Win32/Netsky.worm.22016 158 4.9% 

7 2↑ Win32/Sasser.worm.15872 99 3.1% 

8 1↓ Win32/Netsky.worm.25352 78 2.4% 

9 1↓ Win32/LovGate.worm.128000 64 2.0% 

10 - Win-Trojan/Agent.57344 55 1.7% 

기타 1,265 39.5%

 합 계 3,199 100 

[표1] 2004년 10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악성코드 피해 동향 

안철수연구소로 신고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 및 문의는 총 

3,199건으로, 지난달의 3,910건 보다 약 700건 정도 줄었다. 피해가 보고된 악성코드 종류

도 9월보다 261개가 줄어든 654개이다. 악성코드 종류가 줄어든 것은 최신 버전의 V3에서 

악성 IRC봇(IRCBot)류에 대한 진단/치료(삭제) 기능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별도 신고로 이어

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전체 변화는 없고 순위만 조금씩 변동되었다. Top 10 중 8개는 메일로 전파되는 웜으로, 여

전히 메일로 전파되는 웜의 수가 많다. 

 

Win-Trojan/Agent.57344에 의한 피해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전파 기능이 없는 

트로이목마로는 신고 피해가 높다. 이 트로이목마는 자신을 백신이나 사용자에게 숨기는 은

폐기법을 사용하므로 치료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트로이목마는 아직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웹사이트 등의 취약점을 이용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외 취

약점을 이용하여 확산되는 Win32/Sasser.worm.15872(이하 새서 웜)에 의한 피해가 발견초

기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사용자들이 보안패치 적용에 소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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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악성코드 피해 Top 10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악성코드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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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림1] 2004년 10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악성코드 Top 10 전파방법별 현황 

[표1]의 Top 10 악성코드들은 주로 어떠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Win32/LovGate.worm.128000의 경우 메일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므로 

메일과 네트워크 모두로 분류했다. 메일이 75%, 네트워크 17%, 불분명이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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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의 전파방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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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

네트워크

[그림2] 2004년 10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별 현황 

 

Top 10을 차지하고 있는 악성코드의 특징에서는 두드러진 바가 없으나 전파방법 부분에서

는 보안취약점을 이용해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새서 웜과 전파 경로가 불명확한 Win-

Trojan/Agent를 제외하고는 모두 메일로 전파되는 웜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종류 현황 

10월에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 종류는 654개로 9월의 915개보다 261개 줄었다. 이렇게 피

해 악성코드 종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최근 V3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악성 아이알

씨봇(IRCBot)류에 대한 진단/치료(삭제) 기능이 강화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신 진

단 시 피해 신고나 문의를 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므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악성코드 종류 수

는 신고된 수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피해신고된 악성코드의 단순히 감소했

다고 해서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철수연구소로 1 ~2건

의 피해신고만 있을 정도의 악성코드가 588개로 피해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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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월단위 악성코드 피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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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004년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수 

 

주요 악성코드 현황 

10월에 피해가 접수된 악성코드 중 3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온 악성코드의 종류는 [그림4]와 

같다. 웜이 70%(46개)로 가장 많았으며 트로이목마 10%(15개), 바이러스 10%(15개)이다.  

2004년 10월 3건 이상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 종류별 현황

15%

70%

15%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그림4] 3건 이상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 종류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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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형별 현황은 [그림5]와 같다. 3건 이상 문의된 악성코드 중 실행 파일 형태가 

86%(57건)으로 가장 많으며 스크립트 형태는 12%(8건), 매크로 2%(1건)이다. 부트 바이러

스와 도스 파일 바이러스에 이어 매크로 바이러스도 최근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MS 오피스 자체의 바이러스 방지 기능의 강화와 네트워크와 메일로 전파되는 웜으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86%

12%

2%
0%

실행 파일

스크립트

매크로

부트

 

 [그림5]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안철수연구소로 접수된 10월의 악성코드 피해 및 문의는 피해와 종류 모두 9월보다 줄어 들

었다. 하지만, 이는 악성코드 위협이 줄어든게 아니라 V3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아

이알씨봇(IRCBot)류에 대한 진단/치료(삭제) 기능이 강화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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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월 국내 신종 악성코드 발견 동향 

작성자 : 정진성 연구원(jsjung@ahnlab.com) 

 

10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변형) 악성코드의 건수는 [표1], [그림1]과 같다. 

 

웜 트로이 드롭퍼 스크립트 파일 리눅스 부트 매크로 부트/파일 애드웨어 합계 

271 77 11 0 0 2 0 0 0 0 361 

[표1] 2004년 10월 유형별 신종(변형) 악성코드 발견현황 

 

[표1]의 악성코드 유형중 웜의 건수가 이전 달과 비교하여 낮은 것은 V3에서 일부 악성 아

이알씨봇(IRCBot)웜에 대한 진단/치료(삭제) 기능이 개선되어, 연구소로 샘플이 접수되지 않

고 바로 감염된 시스템에서 치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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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리눅스

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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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4년 10월 신종 악성코드 발견현황 

 

10월 신종 악성코드 동향 

9월에 알려진 MS04-028의 GDI+ 취약점을 이용한 트로이목마들이 적은 수 이지만 여전히 

보고 되었다. 또한 이 취약점이 포함된 변형 JPEG 형식의 그림파일이 보고 되기도 하였다. 

1바이트 변형된 이 JPEG 형식의 그림파일 진단을 위해 일부 안티 바이러스 업체는 엔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취약점 관련한 또 하나의 소식은 ZIP 형식의 압축파일에 대한 내용이다. Stored 형식의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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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에서 Local Header와 Global Header에 각각 존재하는 Uncompress 정보를 조작했을 

때, 이와 같은 압축파일에 대하여 안티 바이러스 제품들이 검사하지 못하거나 검사해도 정상

적인 파일로 검사값을 출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행히 이를 이용한 악성코드는 제작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E-Mail 웜이 ZIP 형식의 자신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낼 때 Stored된 형

태를 사용하므로 충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안티 바이러스 벤더들의 

빠른 대응으로 대부분 해결되거나 압축해제시 시스템감시(Real-time Scan)에서 검사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었던 셈이다.  

 

이번달 외신 매스컴에 보도된 것으로는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한 Win-

Trojan/Hackarmy.9728가 있었는데, 이 백도어가 뉴스그룹에 포스팅시 특정 스포츠 선수의 

사적인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실

행하여 백도어가 설치되는 일이 있었다. ‘사회공학기법’은 악성코드나 해킹시 매번 등장하는 

유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일반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구 등으

로 공격대상의 사용자를 속이는 형태를 말한다. 이 백도어 자체는 그리 악의적이지 않았지만 

해외 매스컴 등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다.  

 

10월말에 발견, 보고된 Win32/Bagle.worm (이하 베이글 웜)변형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발

견 당시 3개의 변형이 동시에 확산된 이 웜은 기존에 알려진 베이글 웜 변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전파속도가 역시 빨랐으며 광범위하였다. 또한 웜이 다운로드하는 트로이목마의 증

상으로 인해, 일부 안티 바이러스 제품들은 업데이트가 안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2004년 월별 신종(변형) 악성코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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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04년 월별 신종(변형) 악성코드 발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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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변형 및 새로이 발견, 보고된 악성코드중 이슈가 있었던 것은 다음들과 같다. 

 

▶ Win32/Bagz.worm Family 

Win32/Bagz.worm(이하 백쯔 웜)은 E-Mail 웜이며 특이한 증상으로는 윈도우 XP SP2의 방

화벽 기능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방화벽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웜은 다음과 같은 방법

을 시도한다.  

- netsh 명령 이용 

-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한 3사의 방화벽 우회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을 무력화하는 증상은 베이글 웜 변형에서 처음 알려졌다. 물론 이

러한 예상은 윈도우 XP SP2 방화벽의 강력한 기능이 추가될 때부터 우려되어 왔던 사실이

다. 따라서 백쯔 웜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화벽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일만은 아니

다. 또한 이 웜의 다른 변형은 윈도우 XP SP2 보안센터의 레지스트리 값을 조작하여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나오는 경고와 방화벽 관련 경고등을 모두 꺼

버리는 증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상의 해결은 우선 웜을 치료하고 사용자가 해당 기능

을 다시 설정하면 간단히 해결되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쉽게 악성코드에 이용될 수 있다

는 것이 알려졌으므로 다른 악성코드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 Win32/Funner.worm.56320 

MSN으로 전파되는 Win32/Funner.worm (이하 퍼너 웜)은 중국어권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이 웜의 전파방법은 현재 온라인된 사용자중에서 선택하여 일반 사용자가 메시

지를 보내는 것처럼 대화창을 오픈한 후 C:\에 위치한 웜 복사본을 첨부하여 보낸다. 첨부

시 별다른 메시지 없이 파일만 전송된다. 이 웜은 윈도우 9x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윈도우 

파일에 겹쳐쓰게 되므로 윈도우 9x 시스템에서는 웜을 치료후 rundll32.exe 파일을 복구해

줘야 한다. 

 

▶ Win-Trojan/Hackarmy.9728 

유명 스포츠 선수의 사진으로 위장된 이 백도어는 매우 일반적인 IRC 기반의 백도어이다. 

실행되면 특정한 IRC 채널에 접속하여 마스터(Master)의 명령을 기다린다. 특정 파일을 다

운로드하여 실행하거나 특정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도 있다. 단지 이 백도어는 ‘사회공학기

법’으로 잘 위장된 뉴스거리에 불과한 보편적인 형태의 악성코드이다. 

 

▶ Win32/Buch.worm.30752 

이 웜은 발견 당시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웜 내부에 하드코딩된 문자열 중 

일부가 한국 내 특정 대학교와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이다. 또한 이 웜은 처음 보고당시 Win32/Netsky.worm(이하 넷스카이 웜)과 유사하여 넷스

카이 웜 변형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전혀 다른 웜으로 판명되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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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E-Mail 웜이며 해외에서 일부 보고가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는 발견된 보고가 없었다. 

 

다음은 10월 발견된 신종(변형) 악성코드의 유형별 현황이다. 

10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

73%

21%

2% 3% 1%

웜(IRCBot)

트로이목마

웜(Mail)

드롭퍼

리눅스

[그림3] 10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그림3]을 보면 악성코드 유형중 악성 아이알씨봇(IRCBot) 웜은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는 지난달 보다 5% 가량 떨어진 수치이다. 이는 문서의 시작에도 기술한 것처럼 샘플접수관

련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진단된 악성 아이알씨봇(IRCBot) 웜 유형은 더 이상 

신종(변형)의 악성코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달은 전체적으

로 신종(변형)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감소하였다. 

 

제작지별 신종(변형) 악성코드 현황 

다음은 신종 (변형) 악성코드들의 국산/외산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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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신종 악성코드 국산/외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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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2004년 제작지별 신종 악성코드 현황 

 

9월, 10월에 국내 제작된 악성코드는 전무하다. 이전 보고서에도 언급한 것처럼 국내 제작된 

악성코드는 없거나 극히 드문게 사실이며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강력한 법 규

제와 더불어 잘 갖춰진 인터넷의 인프라에서 악성코드 제작과 같은 비능률적인 일 말고도 

훨씬 가치가 있는 일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국내제작 악성코드 대신 국내제작 애드웨어는 더러 있는게 사실이다. 다만 국내 제작 애드웨

어는 그리 난해하지 않아서 쉽게 분석되며 패턴에 이를 빨리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외에

서 발견된 애드웨어들은 국내제작 애드웨어와는 달리 지난달에도 언급한 것처럼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다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스템에 설치함으로써 제거를 어렵게 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작지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성인 사이트와 지나친 광고 마케팅

으로 인한 피해를 사용자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안티 애드

웨어와 애드웨어간의 전쟁은 지금도 격전 중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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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0월 신규 보안취약점 

작성자 : 이정형 연구원(jungh@ahnlab.com) 

 

지난 10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정기 10월 보안패치가 10개 발표되었다.1 

이번에 알려진 보안 패치는 MS 엑셀(Microsoft Excel)의 버퍼오버플로우 문제에서부터 인터

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보안문제까지 ‘긴급’수준의 7개와 RPC 라이브러리의 취

약점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 공격(DOS)에서 NetDDE 서비스의 버퍼오버플로우 문제까지 ‘중

요’수준의 3개이다. 

 

기업 서버 보안의 위협 

윈도우 NT 계열 운영체제에서 SMTP, NNTP의 서비스가 동작중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에

서는 SMTP, NNTP의 버퍼오버플로우 문제(SMTP: MS04-035, NNTP: MS04-036)로 인해 

외부에서 해당서비스로 직접 공격을 하여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 주

의해야 한다. 

 

데스크탑 컴퓨터 보안의 위협 

클라이언트 PC에서는 버퍼오버플로우 문제를 가진 윈도우 셸 취약점(MS04-037)과 압축폴

더 zip 처리시의 문제(MS04-034), NetDDE 서비스(MS04-031), 매킨토시 엑셀까지 영향을 

주는 엑셀 시트명의 길이 문제(MS04-033)와 여러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CSS등 MS04-038)취약점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지난 4월과 6월에 발생했던 새서 웜2, 코르고 웜3 등이 클라이언트 PC의 취약점을 직접적으

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클라이언트 PC의 보안 취약점은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NetDDE 같은 서비스들은 기본설정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명적으로 위험한 경우는 아니다. 

 

엑셀 취약점 분석(MS04-033) 

이번에 발표된 취약점 중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엑셀의 취약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MS04-033 취약점은 MS 엑셀에 존재하는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으로, 윈도우 뿐아니라 매

킨토시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이 취약점은 엑셀 시트명의 길이를 체크하지 않아 시트명이 
256 바이트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된다.  

엑셀은 내부적으로 BIFF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BIFF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1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4-oct.mspx 
2 http://info.ahnlab.com/smart2u/virus_detail_1379.html 
3 http://info.ahnlab.com/smart2u/virus_detail_14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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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Size Contents 
0 2 Identifier 
2 2 Size of following data 
4 가변적 Data 

 
각각의 시트에 대한 정보는 BOUNDSHEET 레코드에 저장된다. BOUNDSHEET 레코드의 ID
는 85h이며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Offset Size Contents Value 
0 2 Identifer 85h 
2 2 Size of following data  
    

4 4   
8 1 Visibility 00h = Visible 

01h = Hidden 
02h = Strong hidden 

9 1 Sheet type 00h = Worksheet 
02h = Chart 
06h = Visual Basic module 

10 가변적 Sheet name 문자열 
 

시트명을 의미하는 문자열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Offset Size Contents 
0 2 문자열 길이 
2 가변적 문자열 
 

여기서 문자열을 256바이트 이상으로 길게 잡으면 내부적으로 시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버

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한 후에 콜 스택(Call Stack)을 보면 아래와 같다. 

0:000> kb 

ChildEBP RetAddr  Args to Child               

WARNING: Stack unwind information not available. Following 

frames may be wrong. 

0012ae1c 30034fb7 0198000c 00000000 ffffffff 

Excel!Ordinal41+0x4a5b0 

0012b044 ffffffff ffffffff 0198ffff 00c8ff64 

Excel!Ordinal41+0x34fb7 

ffffffff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xffffffff 

 
 

이런 엑셀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 취약점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악의적인 페이지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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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인터넷 사이트 및 메일에 첨부하여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악성 웜의 출현

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발견은 되지 않고 있다. 

 
또 한가지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월 JPEG 취약점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10월에 
윈도우 XP 서비스팩 2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패치를 다시 배포하였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보안은 취약점이 발표되면 즉시 해당 제작사 홈페이지나 기타 업

데이트를 통해서 취약점을 패치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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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0월 일본 피해 동향 

작성자 : 김소헌 주임연구원(sohkim@ahnlab.com) 

 

일본 경시부의 사이버폴리스(www.cyberpolice.go.jp)에서는 2004년 3/4분기에 발생한 네트

워크 트래픽 추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 통계는 일본 전국 주요 경찰시설의 인터넷 

관련 거점에 대한 방화벽과 IDS를 감시한 결과를 취합하여 자료화한 것이다.1  

위 보고서의 내용 중 흥미를 끄는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1]은 3/4분기에 발생한 포트별 트래픽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

여 보았을 때 TCP 445 포트와 TCP 135 포트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두 포트는 최근 유행하는 RPCSS 취약점을 이용하는 웜들에서 사용되는 포트이다. 

보고서의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TCP 135 포트와 TCP 445 포트에 대한 일본 국내의 발생 

비율은 각각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고봇이나 블래스터 웜과 같은 운

영체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웜이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1] 3/4분기 일본의 트래픽 현황 

 

이외에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일본 국내를 제외한 주요 공격 발신지가 한국과 중국이

라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제외한 국외의 트래픽 현황에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03년 4/4분기에 주요 공격 진원지 정보 데이터

에서 미국과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가지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http://www.cyberpolice.go.jp/detect/pdf/H16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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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공격 발신지 통계 

 

 

일본 유행 악성코드 유형별 발생현황 

[표1]은 일본의 IPA/ISEC에서 집계한 2004년 10월 악성코드 피해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2004년 10월 한 달 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악성코드는 Win32/Netsky.worm(이하 

넷스카이 웜)과 Win32/Bagle.worm(이하 베이글 웜)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월과 비교하여 크

게 차이가 없고 비단 일본 뿐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0월에 새롭게 제작되어 배포된 Win32/Bagz.worm(이하 백쯔

웜)과 Win32/Buch.worm(이하 부치 웜)에 대한 신고 건수도 각각 45건과 10건이 발생했는

데 이는 두 웜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과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Window/Dos Virus 건수 Macro Virus 건수 Script Virus 건수 

W32/Netsky 1,243 Xm/Laroux 5 VBS/Redlof 96 

W32/Bagle 485 W97M/Ethan 3 VBS/ Internal  5 

W32/Mydoom 385 X97M/Tristate 3 VBS/Loveletter 4 

W32/Lovgate 308 X97M/Divi 2 VBS/Soraci  3 

W32/Klez 246 WM/Cap 1 VBS/ Fortnight 3 

W32/Zafi 235 W97M/Bablas 1 VBS/FreeLink 1 

[표1] 일본의 악성코드 피해 신고 현황 

 

악성코드의 감염 경로별 통계 

[표2]는 악성코드 감염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화한 것이다.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

일은 악성코드 전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2004년 10월에 발생한 감염 피해 

건수 중 메일을 통한 감염은 전체 감염 피해 건수의 9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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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스카이 웜이나 베이글 웜과 같은 구종 웜이 오랜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감염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일을 전송하는 Mass Mailer의 기

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위로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것만이 질긴 생명력을 담

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알씨봇이나(IRCBot)이나 아고봇(Agobot)과 같이 네

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웜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Mass Mailer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메일을 통해

서 전파되는 웜이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고유의 전파력과 무

심코 파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사회공학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 건수 
감염경로 

2004년 10월 2004년 9월 2003년 10월 

메일 4,586 98.5% 5,291 97.9% 1,440 89.9% 

외부의 모체 1 0% 13 0.2% 22 1.4% 

다운로드 6 0.1% 4 0.1% 14 0.9% 

네트워크 51 1.1% 93 1.7% 81 5.1% 

기타 10 0.2% 3 0.1% 45 2.8% 

[표2] 악성코드 감염 경로 현황 

 

일본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그림2]는 2004년 10월 일본의 네트워크 포트 트래픽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먼저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 포트는 

TCP 135 포트와 TCP 445 포트이고 이 포트들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포트들이다. 두 포트들은 윈도우에서 원격 접근을 위한 인증을 위해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아고봇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웜들이 윈도우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할 

때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웜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최신 패치가 필수적이다. 

그암으로 TCP 4899 포트를 이용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포트는 

라드민(Radmin)이라는 원격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포트이지만 블래스터 웜에서도 사용

된다. 이외에 특이할 한 사항은 전월과 비교하여 TCP 1025 포트와 TCP 901 포트를 통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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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일본의 10월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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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0월 중국 피해 동향 

작성자 : 장영준 연구원(zhang95@ahnlab.com) 

 

가을의 마지막을 넘기고 있는 10월 중국 악성코드 동향은 메일로 전파되는 Mass Mailer와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웜 간의 지루한 싸움의 결말을 보고 있는 듯하다. 올 초부터 Mass 

Mailer 일색이었던 중국 악성코드 동향은 Win32/Lovgate.worm(이하 러브게이트 웜)과 

Win32/IRCBot.worm(이하 아이알씨봇 웜)이 주축이 되어 동향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형세이다. 그리고 악성코드 분포에서도 러브게이트 웜과 Win32/Netsky.worm(이하 넷

스카이 웜)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되고 다른 악성코드들의 영향력이 급성장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10월 중국의 악성코드는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가지

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악성코드 TOP 5 

 

순위 변화 순위 Rising 

↑ 1 1 Worm.Lovgate 

↓ 1 2 Worm.Netsky 

↑ 1 3 Backdoor.Rbot 

New 4 TrojanDroper.Worm.Bagz

- 5 Backdoor.Sdbot 

[표1] 2004년 10월 Rising과 CNCVERC의 악성코드 피해 TOP 5 

‘-’ - 순위변동 없음, ‘New‘ – 순위에 새로 진입, ‘↑’- 순위 상승, ‘↓‘ - 순위 하락 

 

순위 변화 순위 CNCVERC 

- 1 Worm_Netsky.D 

↑ 2 2 Worm_Lovgate.C 

↓ 1 3 Worm_Bbeagle.J 

↓ 1 4 Worm_AgoBot 

New 5 Worm_Funny.A 

[표2] 2004년 10월 CNCVERC의 악성코드 피해 TOP 5 

‘-’ - 순위변동 없음, ‘New‘ – 순위에 새로 진입, ‘↑’- 순위 상승, ‘↓‘ - 순위 하락 

 

위 [표1]과 [표2]는 중국 로컬 백신 회사인 라이징(Rising)과 중국국가컴퓨터바이러스대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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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China National Computer Virus Emergency Response Center – 이하 CNCVERC)에서 

10월 한달 동안 중국에서 확산도가 높았던 악성코드를 순위별로 통계를 낸 TOP 5이다. 우

선 [표1]의 라이징 통계의 경우 몇 달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던 

Worm.Netsky(Win32/Netsky.worm, 이하 넷스카이 웜)이 2위로 한 계단 내려오고 지난 달 

2위였던 Worm.Lovgate(Win32/Lovgate.worm, 이하 러브게이트 웜)이 그 1위 자리를 대신

하고 있다. 그리고 수 많은 변형의 발견으로 새로운 위협 형태로 등장하였던 

Backdoor.Rbot(Win32/IRCBot.worm, 이하 아이알씨봇 웜) 역시 1계단 뛰어 올라 3위 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4주차에 새롭게 등장하였으나 한국에서는 그리 높은 확산도

를 보이지 않았던 TrojanDroper.Worm.Bagz(Win32/Bagz.worm, 이하 백쯔 웜)은 중국에서

만은 제법 높은 수치의 확산력을 보였다. 5위를 차지하고 있는 

Backdoor.Sdbot(Win32/SdBot.worm, 이하 에스디봇 웜)만이 유일하게 10월 악성코드 TOP 

5에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2]의 CNCVERC 순위 역시 1위만 지난 달과 동일한 순위 유지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라

이징 순위에서와 유사하게 눈에 띄는 큰 변화로는 러브게이트 웜이 4위에서 2계단이 뛰어 

올라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까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베이글 웜 이 1

계단 하락한 3위를 차지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10월에 새로 발견된 

Worm_Funny.A(Win32/Funner.worm.56320, 이하 퍼니 웜)이 순위권에 진입한 것 역시 눈

에 띄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간 악성코드 순위 

 

순위 1주 2주 3주 4주 

1 Worm.Lovgate Worm.MSN.Funny Worm.Lovgate Worm.Lovgate 

2 Worm.Netsky Backdoor.Rbot Worm.Netsky Worm.Netsky 

3 Backdoor.Sdbot Backdoor.Sdbot Backdoor.Rbot TrojanDroper.Worm.Bagz

4 Backdoor.Rbot Trojan.QQPass7001 Trojan.Win32.VB Backdoor.Rbot 

5 Worm.Novarg Worm.Agobot.3 Trojan.Startpage Backdoor.Sdbot 

[표3] 2004년 10월 Rising 주간 악성코드 순위 

 

순위 1주 2주 3주 4주 

1 Worm_Netsky.D Worm_Netsky.D Worm_Netsky.D Worm_Netsky.D 

2 Worm_Lovgate.C Worm_Lovgate.C Worm_Lovgate.C Worm_Lovgate.C 

3 Worm_Bbeagle.J Worm_Bbeagle.J Worm_Bbeagle.J Worm_Bbeagle.J 

4 Worm_Mydoom.F Worm_Mydoom.F Worm_AgoBot Worm_AgoBot 

[표4] 2004년 10월 CNCVERC 주간 악성코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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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과 CNCVERC의 주간 악성코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주차에서부터 러브게이트 웜

의 급등세로 시작 된 것이 큰 특징이다. 우선 [표3]의 라이징 주간 악성코드 순위 변화를 살

펴보면 Mass Mailer 웜인 넷스카이 웜과 Worm.Novarg(Win32/MyDoom.worm, 이하 마이

둠 웜)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1주차에서는 두 Mass Mailer 웜이 순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2주차에서는 순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 나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2주차에는 10월에 새롭게 등장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N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확산 

되었던 퍼니 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4]의 CNCVERC 순위에는 라이징과는 달리 러브게이트 웜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Mass Mailer 웜들의 전반적인 하락세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퍼니 웜의 확산이 기존 Mass Mailer 웜과 네트워크 웜의 순위 변화와 확산력 저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신종 악성코드 동향 

10월에 등장한 신종 악성코드는 크게 메일과 온라인 메신저로 전파되는 웜의 등장으로 특징 

지어 볼 수 있다. 먼저 10월 2주차에 등장한 퍼니 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메신저인 

MSN 메신저를 전파경로로 이용하였다. 해당 웜은 중국에서 최초 발견되어 현지에서 보고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한국에서도 감염신고가 있었다. 퍼니 웜은 funny.exe (56,320 바이트)

의 웜 본체를 감염된 시스템에 있는 다른 MSN 메신저 등록자들에게 전송하는 확산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메신저는 온라인 메신저에 등록되어 있는 잘아는 사람이 파일을 

보내는 것으로 위장 함으로써 파일을 수신하는 사람은 해당 파일이 악성코드라는 의심을 전

혀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메신저 이용시에는 잘 아는 사람이 전송하는 파일이라

도 그 사람이 직접 전송한 것이 맞는 지를 한번 확인한 후 최신엔진으로 업데이트 된 백신

으로 검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등장한 백쯔 웜은 메일로 전파되는 Mass Mailer의 일종이다. 백쯔

웜은 전파 경로는 일반적인 메스메일러와 동일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베일글 웜과 유사하게 

웜 본체가 실행되면 또 다른 트로이목마를 생성하여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악의적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꾸준히 많은 변형이 등장하는 QQ 메신저를 전파수단으로 이용하는 QQ 트로이목마

의 종류에는 Trojan.QQPass7001와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Trojan.PSW.QQDragon.c

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트로이목마 형태인 Trojan.Win32.VB와 악성 애드웨어의 

한 종류인 Trojan.Startpage(Win-Trojan/StartPage)도 많은 확산을 보이지 않았지만 10월

에 새롭게 발견된 악성코드 중 하나이다. 

 

악성코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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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4년 10월 중국의 악성코드 분포 

 

이번 10월 중국 악성코드 분포는 전체 악성코드 분포의 90% 이상을 넘기던 넷스카이 웜과 

러브게이트 웜의 분포가 현저히 줄어 들고 다른 악성코드들의 분포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다. 우선 러브게이트 웜의 경우, 지난 9월에는 41%에서 5%가 줄어든 전체의 36%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 53%를 차지하면서 전체 악성코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넷

스카이 웜은 23%나 줄어들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 

두 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악성코드 분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

어 확산의 감소보다는 다른 악성코드 분포의 증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증가치를 보인 웜은 지난 달 1.5%를 유지하던 아이알씨봇웜으로 9.5%를 차지하면

서 무려 9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에스디봇웜 역시 지난 달 1%에서 7배 증가한 7%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두 웜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악성코드의 분포는 모두 10% 미만으로 미

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치로 볼 경우 10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당분간 해당 두 웜은 지

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10월에 새로 발견된 악성코드 중 유일하게 

분포도에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백쯔 웜은 7.6%로 기타 국가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맺음말 

10월 중국 악성코드의 동향은 글머리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기존 Mass Mailer 웜들의 영향

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반면 네트워크 웜들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메신저를 이용하는 새로운 웜의 등장과 지속적인 변형이 발견되는 트

로이목마들의 등장 등 다양한 악성코드들의 존재도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혼

란의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웜들의 주도적인 상승세는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웜으로부터 피해를 줄이

기 위해서는 백신을 최신엔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용 방화벽 사용을 통하

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속적인 윈도우 운영체제의 서비스팩과 패치를 적

용하여 관리하고 사용자 계정 암호의 철저한 관리도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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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테크니컬 컬럼 – 윈도우 XP SP2 방화벽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작성자 : 정진성 연구원(jsjung@ahnlab.com) 

 

윈도우 XP SP2 방화벽의 새로운 기능 

윈도우 XP SP2를 설치하면 이전 윈도우 버전의 시리즈와는 달리 많은 면에서 보안기능이 

향상된다. 하지만 그 기능이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번거러울 정도로 귀찮게 여겨질 수

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방화벽’ 기능이다. 물론 윈도우 XP 출시부터 인터넷 연결 방화

벽(Internet Connection Firewall, ICF) 라고 불리우는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기능

은 사용자가 설정하지 않는 한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기능을 활성화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하

지만 윈도우 XP SP2부터는 기본으로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윈도우 시작시 제일 먼저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1] 윈도우 XP SP2 방화벽 

 

이전 윈도우 XP 방화벽은 인터넷 연결 방화벽(ICF)/인터넷 연결 공유(ICS) 서비스가 성공적

으로 시작되었을 경우에만 방화벽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윈도우 XP를 실행하는 컴퓨

터를 시작하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는 시간과 ICF를 사용해 연결이 보호되는 

시간 사이에 지연이 발생했고 이 지연으로 인해 윈도우 부팅을 시작하는 동안 허가 받지 않

은 악성(유해) 트래픽이 차단되지 못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윈

도우 XP SP2는 이러한 연결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시작정책’에 의해서 방화벽이 우선적

으로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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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부터의 도전  

기능이 강화된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으로 인하여 일단 악성(유해)패킷은 외부로부터 차단

되고 내부에서 외부로의 연결이 있을시 이를 요청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를 사용자

에게 보내주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 두었다. 또한 윈도우가 사용하는 기

본 포트이외에 모든 포트를 방화벽에서 차단하고 있어 인터넷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사용자는 불편할지 몰라도 악성코드의 위협으로부터는 이전 윈도우보다 훨씬 안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윈도우 XP SP2가 배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악성코드 제작자는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였고 이는 벌써 몇몇의 악성코드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났다. 바로 Win32/Bagle.worm(이하 베이글 웜) 변형 중 일부와 

Win32/Bagz.worm(이하 백쯔 웜), Win32/Zafi.worm.15993(이하 자피 웜)들이다. 또한 해외

일부 포럼에서는 윈도우 XP SP2 방화벽의 기능해제는 물론 버퍼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DEP(Data Execution Prevention), 그리고 TCP/IP의 동시연결횟수제한을 해제하는 프로그램

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윈도우 XP 

SP2의 보안기능은 여러모로 도전을 받고 있다. 

 

Win32/Bagle.worm.AM 

베이글 웜의 변형중 하나인 이 웜은 W32.Beagle.AV@mm, W32/Bagle.bb@mm, 

WORM_BAGLE.AT라고도 불리운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베이글 웜 변형중에 하나인 이 웜

의 이전 변형 중 일부는 서비스 중지를 통한 ICF, ICS 기능해제를 시도하였다. 또한 최근 베

이글 웜 변형 중 일부는 서비스 중지 및 설정해제를 통한 방법으로 윈도우 XP SP2 보안센

터와 ICS를 중지하거나 기능을 해제한다. 

 

[그림2] 윈도우 XP SP2 보안센터 

 

웜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모드로 실행 중 윈도우 XP SP2 기능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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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dAccess ; 인터넷 연결 공유 

- wscsvc ; 윈도우 XP SP2 시큐리티 센터 

웜은 위 서비스를 중지하기 위하여 보통 다음과 같은 API 를 사용한다. 

- OpenSCManagerA OpenServiceA ControlService  

- ChangeServiceConfigA CloseServiceHandle 

최근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윈도우가 지원하는 간단한 서비스 관련 명령만으로도 쉽게 보

안센터의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Win32/Bagz.worm 원형 및 변형 

백쯔 웜이라고 불리우는 이 웜은 11월 초순 현재 원형을 포함 8개의 변형이 발견, 보고되었

다. 이 웜은 원형부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과 보안센터의 경고

기능을 해제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과 같다. 

- netsh 명령을 이용 윈도우 방화벽 기능해제 

-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3사의 방화벽도 우회 

netsh 명령은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대한 설정을 지원해주는 커맨드라인 명령 프로그램이다.

윈도우 XP SP2부터 그 기능이 강화된 이것을 이용하여 단 1줄의 명령으로 방화벽 기능을 

해제 할 수 있다. 원래는 방화벽 그룹에 대한 정책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데, 이것이 악용된 

예라 할 수 있다. 

 

Win32/Zafi.worm.15993 

WORM_ZAFI.C, W32.Erkez.C@mm 라고도 불리우는 이 웜의 이전 변형의 경우 국외에서 

많은 피해문의가 있었던 악성코드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그리 확산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발견된 C형은 다행스럽게도 원형에 비하면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이 웜은 윈도우 XP SP2 

방화벽과 보안센터와 관련된 레지스트리 값을 조작하여 해당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 

- Parameters\FirewallPolicy\StandardProfile 

위 레지스트리 경로에서 다음의 값으로 변경하여 방화벽 기능을 해제한다.  

DisableNotifications = 1 

EnableFirewall = 0 

DoNotAllowExceptions" = 0 

보안센터의 경고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 다음의 레지스트리 경로에서 

-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Security Center 

아래 값으로 변경한다. 

- AntiVirusDisableNotify = 1 

- FirewallDisableNotify = 1 

- UpdatesDisableNotif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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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VirusOverride = 1 

- FirewallOverride = 1 

위와 같이 변경된 보안센터는 안티 바이러스 제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방화벽이 꺼져 

있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경고기능을 보여주지 않게된다. 

 

향후 윈도우 XP SP2 방화벽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전망 

최근 들어 복합적인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화벽은 매우 중요한 보안 소프트웨어로 

자리잡았다. 방화벽은 네트워크 기반에 설치되는 것과 클라이언트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치

되는 형태로 나눠질 수 있으며 윈도우 XP SP2는 당연 후자에 속한다. 윈도우 XP에 방화벽 

기능이 포함될 때부터 이러한 악성코드의 출현은 예견되어 왔다. 윈도우 XP SP2라고 다를바

는 없다. 윈도우 XP SP2 방화벽은 제3사의 방화벽과는 달리 기능을 중지하거나 설정 등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다른 제약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제3사 방화벽의 경우 암호를 설정하

거나 방화벽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을 보호하므로써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하

지만 윈도우의 방화벽은 운영체제에 포함된 형태라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사용자로부터 쉽

게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윈도우 XP SP2의 방화벽과 보안센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은 위에 알려진 베이글 웜, 백쯔 웜, 자피 웜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명령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도 이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 언제든

지 악성코드로부터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로컬에서 사용자가 메일이나 

P2P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한 악성코드가 실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향후 윈도우 XP SP2를 더

욱 많은 사용자들이 선택하면 그 만큼 윈도우 방화벽과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악성코드

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악성코드는 오래전부터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공격을 시도해

왔다. 근래에 발견되는 악성 아이알씨봇(IRCBot)은 700개 넘는 보안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주요한 파일명을 가지고 있어 이 대상에 포함하는 보안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세스에서 

제거하여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윈도우라고 예외는 아니다. 몇 년전 본격적인 공

격대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2000 버전이 그렇다. 이것은 ‘시스템 파일 보호’ 기

능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보호 메카니즘이 알려지기 전까지 윈도우 파일 바이러스를 제작하

는 악성코드 제작자에게는 넘어야할 커다란 산이였다. 그러나-복잡하기는 하지만-보호 메커

니즘이 알려지면서 ‘시스템 파일 보호’ 기능을 무력화하고 윈도우 시스템 내 실행파일을 감

염시키는 윈도우 파일 바이러스가 발견, 보고 되었다. 이렇듯 악성코드가 윈도우를 공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보안기능이 있으면 이를 해제하려는 크래커(Cracker)가 있

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MS도 인정 했듯이 윈도우 XP SP2가 보안에 대

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챙겨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안티 바이러스 

제품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보안을 위해서는 어느 곳에 일방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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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티 바이러스 업체들만이 악성코드와 보안위협으로부터 싸웠다면 현재는 마이크로 프로

세서 제조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운영체제 제작사 등 다수가 사용자의 안전한 컴퓨팅 환

경에 일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안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입장

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모두가 유대관계를 결속하여 대응한다면 

더 나은 안전한 환경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