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ual 

목   

 

        ASEC ReportASEC ReportASEC ReportASEC Report    1111월월월월    
 

® ASEC Report  

2005. 02 

 

I.I.I.I. 1111월월월월 AhnLab  AhnLab  AhnLab  AhnLab 악성악성악성악성코드코드코드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3333 

(1)(1)(1)(1) AhnLab 1AhnLab 1AhnLab 1AhnLab 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동향피해동향피해동향피해동향    3333 

(2)(2)(2)(2) 1111월월월월    국내국내국내국내    신종신종신종신종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발견발견발견발견    동향동향동향동향    7777 

II.II.II.II. 1111월월월월 AhnLab  AhnLab  AhnLab  AhnLab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동향동향동향동향    13131313 

III.III.III.III. 1111월월월월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동향동향동향동향    15151515 

IV.IV.IV.IV. 1111월월월월    세계세계세계세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18181818 

(1)(1)(1)(1)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18181818    

(2)(2)(2)(2)    중국중국중국중국의의의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22222222    

(3)(3)(3)(3)    세계세계세계세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25252525 

V.V.V.V. 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 ASEC  ASEC  ASEC  ASEC 컬럼컬럼컬럼컬럼    ----    디지털사회로의디지털사회로의디지털사회로의디지털사회로의    진입과진입과진입과진입과    정보유출의정보유출의정보유출의정보유출의    위협위협위협위협    262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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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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피해피해피해, , , , 발견발견발견발견    소폭소폭소폭소폭    증가증가증가증가………… 

2005년 첫 달인 1월에는 매스메일러 웜과 아이알씨봇 웜 변형에 의해 전반적으로 악성코드

의 피해가 작년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1월 AhnLab 악성코드 피해 중 특이한 사항은 

Top 10 리스트에 새서 웜이 오랫만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새해 들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서 웜에 감염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월에 피해신고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트로이

목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웜이나 스파이웨어 설치시 트로이목마가 함께 설치되

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월에 발견된 신종(변형) 악성코드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 발견된 신종(변형)중에는 동, 서남아시아의 지진해일피해 복구에 

대한 도움을 가장하여 전파되는 자르 웜, 심비안 OS에서 활동하는 카르비 웜 변형 및 새로

운 유형의 휴대폰 악성코드 라스코 웜 등이 발견되었다. 작년에 발견되어 많은 피해를 입혔

던 마이둠 웜과 베이글 웜 변형 또한 발견되어 1월에 많은 피해를 주었었다. 1월에는 12월

에 발견된 산티 웜을 이용한 대량의 홈페이지 변조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시스코와 

주니퍼 라우터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MS에서

도 3개의 취약점 패치를 발표하였다. 2005년 1월 아시아권을 포함한 전세계 악성코드 동향

은 전반적으로 매스메일러들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넷스카이 웜이, 중국

에서는 백쯔 웜이, 유럽에서는 자피 웜의 피해가 많은 등 지역별로 피해가 많았던 매스메일

러 웜의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중국은 아이알씨봇 변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

였다. 이달의 ASEC 컬럼에서는 1월에 있었던 연예인 X 파일 유출사건을 계기로 본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과 정보유출의 위협’에 대해 살펴보았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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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1111월월월월    AhnLab AhnLab AhnLab AhnLab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1111)))) AhnLab 1AhnLab 1AhnLab 1AhnLab 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동향피해동향피해동향피해동향    

작성자 : 최동균 연구원(cdk@ahnlab.com) 

 

순위순위순위순위    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    건수건수건수건수    %%%%    

1 - Win32/Netsky.worm.29568 632 26.0% 

2 - Win32/Netsky.worm.17920 160 6.6% 

3 +4 Win32/Netsky.worm.16896.B 117 4.8% 

4 -1 Win32/Bagle.worm.Z 99 4.1% 

5 New Win32/Sasser.worm.15872 92 3.8% 

6 - Win32/Netsky.worm.22016 87 3.6% 

7 -2 Win32/Netsky.worm.17424 70 2.9% 

8 +1 Win32/Netsky.worm.28008 61 2.5% 

9 -1 Win32/Netsky.worm.25352 52 2.1% 

10 -6 Win32/LovGate.worm.128000 51 2.1% 

 기타 1,011 41.6% 

합계합계합계합계    2,4322,4322,4322,432    100%100%100%100%    

[표1] 2005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안철수연구소로 신고된 2005년 1월 악성코드 피해 건수는 2004년 12월에 비해 소폭 증가

한 2,432건이다. 지난달에 비해 다소 증가한 이유로는 시스템 감염 후 메일을 통해 급속도

로 전파되는 전통적인 매스메일러 유형의 증가,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하는 아이알씨봇류

(IRCBot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한해 많은 변형이 발견되었던 아이알씨봇류는 2004년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감소 추

세를 보였으나, 2005년 1월 다시 아이알씨봇류의 감염신고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1월에 신

고된 아이알씨봇류는 새로운 유형 또는 기존의 것에서 진보된 형태의 것이어서 2005년 역시 

아이알씨봇 변형들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의 악성코드 피해 Top 10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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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Top 10악성코드 Top 10악성코드 Top 10악성코드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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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그림1] 2005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111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Top 10  Top 10  Top 10  Top 10 전파방법별전파방법별전파방법별전파방법별    현황현황현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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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전파방법전파방법전파방법전파방법

90%

10%

메일

네트워크(취약점)

[그림2]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별 현황 

 

작년 12월 순위권 밖으로 벗어났으나, 올해 다시금 상위에 진입한 새서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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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32/Sasser.worm.15872)은 취약점(MS04-011)을 이용하여 감염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

다. 1월 들어 새서 웜 피해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교체주기에 도래하여 대체된 신규시스템, 

(주요부품 교체 등으로)운영체제 재설치를 진행한 시스템, 과거부터 꾸준히 취약점에 노출된 

시스템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취약점을 이용한 웜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가장 먼저 관련 전용백신이나 백신제품

을 설치한 후, 해당 운영체제의 모든 취약점에 대한 패치파일을 신속히 적용해 주는 것이 중

요하다. 

 

웜의 유형별 전파방법은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전파되는 유형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지 않고, 첨부파일은 로컬 시스템으로 다운로드하기 전

에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하는 등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하면 매스메일러 감

염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취약점)를 통해 전파되는 유형은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100% 감염을 피할 수 없으며, 백신 프로그램으로 진단/치료 이후에도 또다시 재감염 

되는 증상이 반복되므로 시스템 보안패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이라 하겠다. 

  

월별월별월별월별    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건수건수건수건수    현황현황현황현황    

1월에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는 523개이다.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악성코드 신고 접

수는 상승곡선을 그리다 2004년 연말에 가까워 질수록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 

들어 아이알씨봇류가 다시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의 Zero-Day attack 시기가 단축되는 점 등으로 보면 2005년 악성코드 또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2005년 월단위 악성코드건수2005년 월단위 악성코드건수2005년 월단위 악성코드건수2005년 월단위 악성코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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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005년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수    

 

주요주요주요주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현황현황현황현황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은 [그림4]와 같다. 

2005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5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5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5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62%

26%

2% 0%

4%

2%
2%2%

웜

트로이목마

스크립트

유해가능프로그램

윈도우 파일

드롭퍼

도스(부트포함)

매크로

    

[그림4]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웜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로이목마의 비중 또한 눈여겨 볼 수 있다. 통

상 트로이목마는 단독으로 시스템에 감염되지 않으며 웜이 감염된 후 시스템에 설치(드로퍼)

하는 유형이 많다. 이로 인해 웜이 감염 비율이 증가하면, 트로이목마의 감염 비율 역시 비

례하여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더불어 인터넷 웹서핑시 주로 감염이 되는 스파이웨어가 트

로이목마를 설치하는 악성 증상을 보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권역에서 감염 피해가 많았던 자피 웜(Win32/Zafi.worm)의 경우 메일로 전파되는 특징

이 있어 국내 또한 많은 감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없이 조용히 

빗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감염 후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매스메일러 유형이지만, 

일부 국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시아권역에서 제작된 웜 또는 매스메일

러의 국내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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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1111월월월월    국내국내국내국내    신종신종신종신종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발견발견발견발견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 정진성 연구원 (jsjung@ahnlab.com)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 (변형) 악성코드의 건수는 [표1], [그림1]과 같다. 

 

웜 트로이 드롭퍼 스크립트 파일 매크로 부트 부트/파일 유해가능 윈도우 합계 

195 79 7 5 0 0 0 0 8 0 294 

[표1] 2005년 1월 유형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발견현황 

 

지난 12월과 비교해서 아이알씨봇 웜이 다소 증가하여 수치로는 약 46개 정도가 증가했다. 

한달사이에 아이알씨봇 웜이 특이한 동향을 보이며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이 정도의 증가수

치는 확산에 있어서 위협적이지는 못하다.  

2005년 1 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현황2005년 1 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현황2005년 1 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현황2005년 1 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현황

66%

27%

2% 2%0%0%0%0%3%0%

웜

트로이

드롭퍼

스크립트

파일

매크로

부트

부트/파일

유해가능

비 윈도우

[그림1] 2005년 1월 신종 악성코드 발견현황 

 

2005년 1월부터는 악성코드 유형별 분류를 조금 변경해 보았다. 기존의 리눅스 악성코드 항

목을 없애고 ‘비윈도우’란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유해가능 프로그램’ 항목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비윈도우’ 항목은 작년에 첫 보고된 휴대폰 악성코드와 같은 비 윈도우 또는 비 x86 계열

의 시스템으로 구분되는 모든 악성코드를 집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항목에는 리눅스와 

유닉스와 같은 환경이나 휴대폰 악성코드가 활동할 수 있는 심비안 OS 그리고 PDA 환경에

서 사용되는 팜 OS, 윈도우 CE, 그리고 맥 OS 등도 포함되며 여기에 소개되지 못한 악성코

드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항목명은 현재 ‘비윈도우’ 에서 



 

 

 

Copyright ©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8 

다른 항목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하겠다. 

 

두번째 추가된 ‘유해가능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상용 및 셰어웨어, 공개 프로그램이지만 누

군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원격의 컴퓨

터를 관리하는데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백도어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원격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말한다. 보통 이러한 프로

그램은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실행압축되어 있거나 리소스 및 일부 코드영역을 수

정한 형태가 많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빌드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신종(변형)악성코드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는 10개의 악성코드만 증가한 수치로 큰 이상동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2005년 월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건수2005년 월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건수2005년 월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건수2005년 월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건수

284

294

278

280

282

284

286

288

290

292

294

296

04
년

,1
2월 1월

[그림2] 2005년 월별 신종(변형) 악성코드 발견 현황 

 

1111월월월월    신종신종신종신종((((변형변형변형변형) ) ) )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2005년의 1월은 작년 한해 발견된 몇몇 악성코드의 새로운 변형들이 발견되어 역시 피해를 

입혔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동, 서남아시아의 지진, 해일피해 복구에 대한 도움을 가장

한 형태의 악성코드도 보고되었다. 또한 심비안 OS에서 활동하는 휴대폰 악성코드인 카르비 

웜 변형도 다수 보고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휴대폰 악성코드도 보고되었다. 이는 브라질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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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한 프로그래머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는 첫 휴대폰 악성코드인 카비르도 제

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제작되어 해외에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들의 사용자 계정을 훔쳐내는 악성

코드들이 중국에서 제작, 발견되었다. 이러한 악성코드 올해 첫 발견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도 여러건 발견되었었지만, 올해 들어 외산 백신업체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려져 온라

인 게임업체 및 다수의 고객들에게 이슈가 되었었다. 

또한 MS의 미디어 파일중 하나인 WMA의 DRM 기능의 헛점을 이용하여 스파이웨어를 설치

하는 형태도 보고되었다. MSSQL에 이어서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의 관리자 계정의 

취약한 암호를 악용하여 설치되는 아이알씨봇 웜 변형이 국내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발견, 보

고되었다. 이외에도 MSN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파되는 브로피아 웜(Win32/Bropia.worm)도 

보고 되었는데 이 웜은 아이알씨봇 웜을 포함하고 있어 아이알씨봇 웜의 전파경로로 MSN 

메신저가 추가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위에서 정리된 이번 달에 변형 및 새로이 발견, 보고된 악성코드 중 이슈가 있었던 것은 다

음들과 같다. 

 

▶▶▶▶    베이글베이글베이글베이글.AQ .AQ .AQ .AQ 웜웜웜웜((((Win32/Bagle.worm.AQWin32/Bagle.worm.AQWin32/Bagle.worm.AQWin32/Bagle.worm.AQ))))    

올해 들어 첫 발견된 베이글 웜(Win32/Bagle.worm) 변형 중 하나이다. 기존 변형들과 크게 

다른 증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전파시 하나이상의 변형

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베이글 제작자는 보통 하나 이상 변형을 동시에 제작하여 전파시키는 

경향이 있다. 

 

▶▶▶▶    마이둠마이둠마이둠마이둠.31744.B .31744.B .31744.B .31744.B 웜웜웜웜((((Win32/MyDoom.worm.31744.BWin32/MyDoom.worm.31744.BWin32/MyDoom.worm.31744.BWin32/MyDoom.worm.31744.B))))    

올해 첫 변형이 발견된 마이둠 웜(Win32/MyDoom.worm)의 변형이다. 메일발송 이외에 특

이한 증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자신이 포함된 메일을 보낼 때 성인 사이트의 접속계정

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성인 사이트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보내져, 사용자가 

호기심에 이를 실행한 경우가 많았던 걸로 추정하고 있다. 

 

▶▶▶▶    자르자르자르자르    웜웜웜웜((((Win32/Zar.worm.20480Win32/Zar.worm.20480Win32/Zar.worm.20480Win32/Zar.worm.20480))))    

이 웜은 동,서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메일 

웜이다. 일반적으로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을 악성코드에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웜은 국외의 특정 호스트에 대한 DoS 공격을 시도하도

록 되어 있다. 

이 웜은 다음과 같은 메일형식을 가지고 있다. 

- 메일제목: 

Tsunami Donation! Please help! 



 

 

 

Copyright ©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10 

- 메시지 본문: 

Please help us with your donation and view the attachment below! 

We need you! 

- 첨부파일명 

tsunami.exe 

 

▶▶▶▶    라스코라스코라스코라스코    웜웜웜웜((((Lasco Lasco Lasco Lasco 웜웜웜웜))))    

현재 알려진 휴대폰 악성코드가 동작하는 플랫폼 중 하나인 심비안 OS 환경에서 동작하는 

라스코 웜은 *.SIS 파일을 감염시키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심비안 OS 상에서 *.SIS 파일은 

일종의 설치파일이다. 웜은 휴대폰 로컬에 존재하는 모든 *.SIS 파일을 대상으로 조건에 맞

는 경우 자신을 감염시킨다. 이 웜을 제작한 제작자는 카비르 웜을 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

다. 

 

▶▶▶▶    리니지핵리니지핵리니지핵리니지핵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WinWinWinWin----Trojan/LineageHackTrojan/LineageHackTrojan/LineageHackTrojan/LineageHack))))    

이 트로이목마는 ‘리니지’, ‘리니지2’로 알려진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훔쳐내는 증상

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되어 해외에 진출한 온라인 게임들로부터 사용자 계정을 훔치

거나 게임내에서 특정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변칙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 및 아이템을 획득하

는 등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형태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중

국에서 많이 제작된 이 트로이목마는 게임의 실행여부를 판단하여 게임이 실행중이라면 키

로그 기능을 동작하여 키보드 입력 값을 저장하고 지정된 메일주소나 FTP에 이를 전송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 WMA  WMA  WMA  WMA 의의의의 DRM  DRM  DRM  DRM 헛점을헛점을헛점을헛점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WMA(Window Media Audio)의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능의 헛점을 이용한 

스파이웨어가 발견, 보고되었다. 이 헛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작년부터 보고되

었고 올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스파이웨어가 P2P에서 발견 된 것이다. WMA 파일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특정 호스트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파이웨어를 다운로

드 받는 곳으로 변경하여 스파이웨어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면 악성코드도 

쉽게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지 음악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악성코드 감염환

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보안 헛점에 대한 패치 적용여부는 아직 논란이 일고 

있다. 

  

▶▶▶▶    포봇포봇포봇포봇.166912.166912.166912.166912    웜웜웜웜((((Win32/ForBot.worm.166912Win32/ForBot.worm.166912Win32/ForBot.worm.166912Win32/ForBot.worm.166912))))    

MySQL 관리자 계정의 취약한 암호를 이용하여 감염되는 아이알씨봇 웜이다. 이전의 

MSSQL의 취약점을 이용한 슬래머 웜처럼 MySQL의 취약점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단지 관

리자가 기본암호를 변경하지 않았거나 유추하기 쉬운 암호를 사용한 경우 이 웜에 감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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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적인 아이알씨봇 웜으로서 감염방법에 MySQL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은 없다. 따라서 슬래머 웜처럼 인터넷 대란을 유발 시키지도 않는다. 

 

다음은 1월에 발견된 악성코드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1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1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1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1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

65%

27%

0%1%
2%

3%

2%

웜(IRCBot)

트로이목마

유해가능프로그램

드롭퍼

스크립트

웜(Mail)

웜(P2P)

[그림3] 1월 신종 (변형)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이번달에 아이알씨봇 웜이 증가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듯, 아이알씨봇 유형의 웜이 전체의 과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된 ‘유해가능 프로그램’ 들

도 3%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확인해본 결과 원격 접속 프로그램류와 FTP 데몬 

류의 유형들이었다. 이러한 유해가능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도 존재하므로 

엔진추가여부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V3 제품군(V3Pro 2004, V3Net for 

Windows Server 6.0)에서는 옵션을 통해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선택적으로 진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해가능 프로그램들은 2~3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안연구소를 비

롯한 타사들도 엔진에 아에 포함하지 않거나 사용자 피해 요청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제작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대부분 백신 프로그램들은 선택적으

로 이를 진단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제작지별제작지별제작지별제작지별    신종신종신종신종 ( ( ( (변형변형변형변형) ) ) )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현황현황현황현황 

다음은 신종 (변형) 악성코드들의 국산/외산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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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종 악성코드 국산/외산 현황2005년 신종 악성코드 국산/외산 현황2005년 신종 악성코드 국산/외산 현황2005년 신종 악성코드 국산/외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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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005년 제작지별 신종 악성코드 현황 

 

1월에 국내 발견된 악성코드들은 모두 외산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산, 외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분석시 알 수 있는 제작언어, 그리고 특이한 문자열 등으로 알 수 있다. 물

론 이 방법이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국내에서 제작하더라도 영문 윈도우 환경에

서 영문 개발언어 환경을 갖춘 경우는 제작자가 국내라고 알 수 있는 특이한 문자열을 포함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석시 이러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국산, 외

산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악성코드가 줄어들고 작년 9월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매우 좋은 현

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애드웨어(스파이웨어)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보고 되고 있

다.  



 

 

 

Copyright ©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13 

IIIIIIII.... 1111월월월월 AhnLab  AhnLab  AhnLab  AhnLab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 장혜윤 연구원(planet@ahnlab.com) 

 

스파이웨어는 바이러스나 웜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정

보를 빼내어 광고나 마케팅 등에 이용하기도 하고 컴퓨터의 설정을 바꾸기도 하는 악성 프

로그램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브라우저 이용시 첫 화면을 바꿔 놓기도 하고, 웹 브

라우저에 툴바가 추가되기도 하고, 심지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광고가 수시로 뜨

게 하는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을 스파이웨어라 한다. 모든 안티스파이웨어 솔루션의 핵심적인 

부문은 정말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스파이웨

어와 기타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계속하여 배포되면서 매우 파악하기 힘든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유용한 소프트웨어들 중 상당수가 번들로 프로그램 

설치시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주기는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용약관이나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스파이웨어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시작페이지 고정,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바로가

기 및 즐겨찾기 추가, 신뢰사이트 추가, 주소표시줄 가로채기, 다이얼러, 광고 팝업” 등이 있

다. 스파이웨어가 설치가 되면 시작 페이지 고정으로 인한 불편함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

이트 이동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제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시스템 성능 저하, 스파

이웨어 버그로 브라우저의 알 수 없는 오류나 다운현상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성인광고 노출 

시 당혹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중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안티스파이웨어 제품

을 사용해서 진단/치료를 하거나 시스템을 재설치하여 해결 할 수 있지만, 한번 유출된 개인 

정보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스파이웨어의 배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해외와 국내 배포 방식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성인사이트 등 각종 포탈사이트 및 특정 프로그램 번들 등을 이용해서 많

은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대표적인 배포 방법은 Kazaa, Emule 등 보급률이 높은 프

로그램에 번들을 이용해서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위협도 커진다. 그와 달리 국내에

서는 최근에 들어 카페, 블로그 등 유저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게시판 및 특정 포털

사이트 접속시 애드웨어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설치를 유

도하기 위해 ‘윈도우 업데이트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시 필요한 프로그램, 미디어 정보 파일 

등’ 문구를 이용하고 있다. 

 

1111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동향동향동향동향    

스파이웨어는 악성코드와 달리 기존에 사용했던 레지스트리 및 패턴 일부분만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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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우도 한다. 대부분의 스파이웨어

는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진단명 

Win-Adware/eZula 

Win-Adware/HuntBar 

Win-Adware/TopSearch 

Win-Adware/ISTbar 

Win-Adware/WindUpdates 

Win-Adware/WildTangent 

Win-Adware/BargainBuddy 

Win-Adware/nCASE 

Win-Adware/CWS 

Win-Adware/KeenValue 

Win-Adware/Gator 

[표1] 해외의 대표적인 스파이웨어 목록 

 

[표1]의 대표적인 스파이웨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스파

이웨어가 많이 있다. 보통 해외에서 제작된 ISTbar, CWS, nCASE, WindUpdates 등은 설치

시 또다른 스파이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수십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중인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다운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비

해 국내에서 배포되고 있는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는 대부분이 시작페이지 고정 및 인터넷 

바로가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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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1111월월월월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 이정형 연구원(smallj@ahnlab.com) 

 

2005년 새해가 시작된 1월에는 국내 대량의 홈페이지 변조사건의 원인과 해결책, 라우터 보

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1월정기 보안패치에 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하자. 

 

웹웹웹웹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보안보안보안보안        

PhpBB 2.0.10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들을 공격하는 산티 웜

(PERL/Santy)이 2004년 12월에 발견된 이후, 1월 2일에는 약 1200 여개의 사이트를 호스

팅중인 서버가 브라질 해커그룹에 의한 해킹피해를 입어 홈페이지가 변조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웹에서 사용되는 80/tcp(http) 포트는 방화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포트를 오픈해두어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보안장비가 존재 하더라도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가능하

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받으면 백도어나 바인드 포트, 리버스 쉘 

등을 실행시켜 원격에서 웹서버 권한으로 임의의 파일을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 후, 

로컬 시스템을 공격하여 관리자 권한을 확보를 할려는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 보안은 1차적으로 로컬 시스템에 대한 보안패치와 접근제어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웹 어플리케이션 등의 보안도 이루어져야 한다. 

웹서버 상에는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중이다. 요즈음은 perl, php, asp, aspx, jsp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12월과 1월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perl과 php이다. 대부분의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은 인자(Argument) 처리에서 쉘 메타캐릭터들을 제거시켜 주지 않아 

발생한다. 쉘 메타캐릭터들에 대해서 인자처리시에 제거해 주어야 한다. 

쉘 메타캐릭터 문자들 

 .;<>*|'&;$!#()[]{}:'"/^\n\r 

 

코드 (예: Perl) 

$value =~ s/([.;<>\*\|`&\$!#\(\)\[\]\{\}:'"])/\\$1/g; 

만약 PHP 를 사용중이라면 php.ini의 allow_url_fopen과 register_globals 기능을 Off 시켜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공격하는 것은 

공격기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경우 다시 한번 보안에 대

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우터라우터라우터라우터    보안보안보안보안    

라우터는 보통 네트워크 망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둘 혹은 그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

해주며 정보에 담긴 수신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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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장치이다. 지난 1월 21일, 대표적인 라우터 제조 회사인 시스코는 IP텔레포니 기기

에 연결된 라우터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사항을 게시한 이후에 또다

른 라우터 제조회사인 주니퍼 라우터에서도 특정하지 않은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는 데 취

약점이 발생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라우터가 공격을 받으면 회사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영역에 접근이 가능해질수 있으며, 네트

워크 마비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라우터의 기본적인 보안을 위해서 라우터 관리자 

패스워드에 제조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취약점 

발견시에는 해당하는 라우터 제조회사의 패치를 받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윈도우윈도우윈도우윈도우    보안보안보안보안    

지난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긴급패치 두개와(MS05-001, MS05-002) 중요패치 한개

(MS05-003)의 보안 업데이트가 있었다.   

    

▶▶▶▶    HTML HTML HTML HTML 도움말의도움말의도움말의도움말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문제문제문제(MS05(MS05(MS05(MS05----001) 001) 001) 001)     

HTML 도움말 ActiveX 컨트롤(hhctrl.ocx)에 정보 공개나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하는 도메

인 간 취약점이 존재한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사용자가 해당 웹 페이지를 방문할 때 원격 코

드가 실행되도록 악의적인 웹 페이지를 구성하여 악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만 접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    커서커서커서커서    및및및및    아이콘아이콘아이콘아이콘    형식형식형식형식    처리의처리의처리의처리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문제문제문제(MS05(MS05(MS05(MS05----002)002)002)002)    

ani 파일은 RIFF 타입이며, RIFF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멀티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든 포맷이다. 이러한 RIFF 타입의 파일은 ANI, AVI, BND, DXR, PAL, RDI, 

RMI, WAV 등이 있다. ani 파일의 구조체는 아래와 같다. 

typedef struct _ANIHEADER { /* anih */ 

DWORD cbSizeof; /* Num. bytes in aniheader (incl. cbSizeof) */ 

DWORD cFrames; /* Number of unique icons in the ani. cursor*/ 

DWORD cSteps; /* Number of blts before the animation cycles */ 

DWORD cx, cy; /* reserved, must be 0 */ 

DWORD cBitCount, cPlanes; /* reserved, must be 0 */ 

JIF jifRate; /* default rate if rate chunk not present */ 

DWORD fl; /* flags, see AF_* */ 

} ANIHEADER, *PANIHEADER; 

MS05-002 취약점은 커서, 애니메이션 커서 및 아이콘을 렌더링 하기전에 버퍼크기를 체크

하지 않아서 버퍼 오버플러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침입자는 악의적인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커서, 애니메이션 커서 및 아이콘 파일을 생성한 후에 특정 웹사이트 및, 메일로의 전파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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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용자가 이러한 파일들을 열때 원격 코드가 실행되게 만든다. 이 취약점을 악용한 침

입자는 영향을 받는 시스템에 대해 완벽한 제어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상에 익스플로잇이 이미 공개가 되어있으며, 신뢰되지 않은 웹사이트나, 메일의 파일

첨부를 보는 경우에 주의가 요구된다. 

 

▶▶▶▶    인덱싱인덱싱인덱싱인덱싱    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서비스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문제문제문제(MS05(MS05(MS05(MS05----003)003)003)003)    

인덱싱서비스는 IIS 웹 서버의 컨텐츠를 색인화하는 기능으로, 파일시스템 및 가상 웹 서비

스에 대한 컨텐츠를 색인화하여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기능이다 

인덱싱 서비스에는 쿼리 유효성 검사시에 버퍼를 체크하지 않아 버퍼 오버플러우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 서비스는 기본상태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공격자는 인덱싱 서비스 동

작시에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공격자는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배포하는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만약 

인덱싱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비활성화 시키면 된다. 이외에 방

화벽에서 관련 포트번호를 차단하면 예방할 수 있다. 137/udp, 138/udp와 139/tcp, 445/tcp  

포트는 NetBios와 같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방화벽에서 차단하는 경우 문제가 없

는지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취약점과 관련한 공격코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웹서

버 등이 작동중인 경우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일상중에 

보안패치및 취약한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면, 악의적인 공격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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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1111월월월월    세계세계세계세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2005년 1월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을 포함한 전세계 악성코드 동향은 전반적으로 메일로 

전파되는 매스메일러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특이하게 중국은 

악성 아이알씨봇 웜(Win32/IRCBot.worm) 변형의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세계

적인 추세는 메스메일러들이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별 네트워크 인프라와 

사용 언어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2005년 1월 일

본과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악성코드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111))))     일본의일본의일본의일본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 김소헌 주임연구원(sohkim@ahnlab.com) 

 

최근 유행하는 악성코드 중 사용자에게 가장 많이 감염되어 피해를 주는 것은 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이메일 웜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웜일 것이다. 이중 이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웜은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전파되는 전파방식이 초창

기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웜의 경우 여러 가지 형

태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해야만 감염이 되던 것에서 한 단

계 진화하여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웜이 스스로를 실행하여 PC를 감염시

키게 되므로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들이 상위 버전의 OS를 사용하게 되어 갈수록 웜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림1]은 일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터넷 거점

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이다. 웜에 의한 공격이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격의 형태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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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주요 네트워크 거점 관측 그래프 중 공격패턴 분류(출처: 일본 경찰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시도를 하기 위해서 무작위적인 패킷

을 뿌리는 감염 특성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염 방식은 Dos공격 형태와 동일한 피

해를 겪게 되는 등 감염 피해와 함께 파생된 또 다른 공격의 방법이 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

하는 PC의 경우 웜의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감염 시도를 위한 공격과정에서 생성되는 네트

워크 트래픽으로 인해 PC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아이알씨봇 웜에 

감염된 한대의 PC가 기업 내부의 전체 PC를 대상으로 공격 시도를 하고 또 다른 PC에 피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 사내의 주요 서버들이 감염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킴으로써 네트워크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회사 전체의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도 있다. IT 산업이 발달하

고 회사의 업무 구조가 점점 네트워크의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서 네트워

크의 단절은 업무의 중단을 의미하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감염으로 인한 업무 중단 위기

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몇 년 사이에 xDSL과 같은 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이 증가하는 등 인터넷 환경

이 발달하면서 웜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본의 인터넷 관련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인 사이버폴리스(www.cyberpolice.go.jp)와 

IPA(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JAPAN www.ipa.go.jp)에서도 최근 유행

하고 있는 인터넷 웜에 의한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아래의 [그림2]는 일본 사이

버폴리스에서 배포한 자료 중 일부로 특정 아이알씨봇 웜에 감염되어 명령을 내리는 서버로 

접속 시도를 한 IP 중 일본이 발신지인 것을 집계한 통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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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일본의 아이알씨봇 웜 감염 현황 

 

전체 감염 IP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일본에서 감염된 것

으로 추정되는 IP주소는 18,000개(약 7%)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재 일본에서도 웜에 

감염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

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일본일본일본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형별유형별유형별유형별    발생현황발생현황발생현황발생현황    

[표1]은 2005년 1월 일본에서 유행한 악성코드의 감염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에서 가

장 유행한 악성코드는 넷스카이 웜(Win32/Netsky.worm)이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변화가 없다. 전월에 비해 마이둠 웜(Win32/MyDoom.worm)의 감염건수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2월에 새롭게 발생하여 유행한 마이둠 웜 변형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표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소버 웜(Win32/Sober.worm)의 감염 피해건수가 214건으로 많

은 감염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Window/Dos VirusWindow/Dos VirusWindow/Dos VirusWindow/Dos Virus    건수건수건수건수    MaMaMaMacro Viruscro Viruscro Viruscro Virus    건수건수건수건수    Script VirusScript VirusScript VirusScript Virus    건수건수건수건수    

W32/Netsky 1,179 Xm/Laroux 14 VBS/Redlof 77 

W32/Mydoom 348 XF/Sic 5 VBS/ Fortnight 10 

W32/Bagle 334 WM/Cap 1 VBS/Loveletter 3 

W32/Lovgate 263 W97M/Class 1 VBS/FreeLink 2 

W32/Klez 257 W97M/Supil 1 VBS/Netlog 2 

W32/Zafi 248 X97M/Divi 1 VBS/ Internal 2 

[표1] 일본의 1월 악성코드 피해 신고 현황 

    

일본일본일본일본    악성코드의악성코드의악성코드의악성코드의    감염감염감염감염    경로별경로별경로별경로별    통계통계통계통계    

[표2]는 악성코드의 감염 경로를 통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가장 많은 감염피해를 입는 것은 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웜에 의한 것이다. 메일을 통해 전파

되는 웜은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메일

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피해피해피해    건건건건수수수수    
감염경로감염경로감염경로감염경로    

2004200420042004년년년년 10 10 10 10월월월월    2004200420042004년년년년 9 9 9 9월월월월    2003200320032003년년년년 10 10 10 10월월월월    

메일메일메일메일    4,819 98.7% 4,960 99.1% 1,247 94.3% 

외부의외부의외부의외부의    모체모체모체모체    5 0.1% 11 0.2% 6 0.5% 

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    2 0% 2 0.1% 1 0.1%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50 1.1% 29 0.6% 58 4.4% 

기타기타기타기타    4 0.1% 3 0.1% 11 0.8% 

[표2] 일본의 1월 악성코드 감염 경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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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일본일본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트래트래트래트래픽픽픽픽    현황현황현황현황    

[그림3]은 일본의 IPA에서 주요 인터넷 거점에 대한 네트워크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CP 135 포트와 TCP 445 포트로의 트래픽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포트들은 윈도우 OS에서 사용되는 포트들이지만 아이알씨봇 웜이나 아고봇 웜

의 감염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TCP 22 포트를 이용한 트래픽이 많은데 해당 포트는 SSH에서 많이 이용되는 포

트이고 이와 같이 해당 포트를 이용한 트래픽이 많다는 것은 SSH를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

한 공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사용하는 버전의 취

약점 유무를 확인하여 패치를 하거나 방화벽을 이용한 접근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3] 일본의 1월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출처: 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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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중국중국중국중국의의의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 장영준 연구원(zhang95@ahnlab.com) 

 

2005년 1월은 베이글 웜(Win32/Bagle.worm)의 새로운 변형 등장으로 작년과 유사하게 매

스 메일러들의 위협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

려와는 반대로 1월 중국 악성코드의 동향은 전반적인 악성코드 감염 피해 신고가 줄어 들고 

있다. 2005년 1월 중국 악성코드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TOP 5 TOP 5 TOP 5 TOP 5    

순위순위순위순위    변화변화변화변화    순위순위순위순위    RisingRisingRisingRising    

↑ 1    1 TrojanDroper.Worm.Bagz 

↑ 3 2 Backdoor.Rbot 

New    3 Worm.Agobot 

↓ 3    4 Worm.Netsky 

↓ 2    5 Worm.Lovgate 

[표1] 2005년 1월 라이징(Rising) 악성코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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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순위순위순위    변화변화변화변화    순위순위순위순위    CNCVERCCNCVERCCNCVERCCNCVERC    

-    1 Worm_Netsky.D 

- 2 Worm_Lovegate.C 

-    3 Worm_Bbeagle.J 

-    4 Worm_AgoBot 

[표2] 2005년 1월 CNCVERC 악성코드 TO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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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1]과 [표2]는 중국 백신 업체인 라이징(Rising)과 중국 컴퓨터바이러스긴급대응센터

(이하 CNCVERC)의 악성코드 TOP5이다. CNCVERC의 동향은 2004년 12월과 비교하여 동

향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라이징의 경우는 순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전반적인 악

성코드 감염 피해 신고가 2004년 12월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

세는 2004년 중국 악성코드 동향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던 넷스카이 웜 

(Win32/Netsky.worm)과 러브게이트 웜(Win32/Lovgate.worm)이 순위 상으로나 전체적인 

분포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글 웜과 마이둠 웜

(Win32/MyDoom.worm) 역시 10위권에 조차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한 감소와 소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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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특정 악성코드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악성 아이알씨봇류 웜이 상위권에 랭크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백쯔 웜

(Win32/Bagz.worm) 역시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한달의 전체적인 감염 신

고를 종합해 볼 때는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중국중국중국 1 1 1 1월월월월    주간주간주간주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순위순위순위순위 

순순순순위위위위    1111주주주주    2222주주주주    3333주주주주    4444주주주주    

1 TrojanDroper.Worm.Bagz Trojan.PSW Backdoor.Rbot Worm.Ag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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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ojan.PSW.LMir TrojanDroper.Worm.Bagz Worm.Lovgate Worm.Netsky 

4 Backdoor.Sdbot Trojan.Huigezi Worm.Agobot Worm.Lovgate 

5 Trojan.Win32.QQTail Trojan.Win32 TrojanDroper.Worm.Bagz Trojan.PSW.Whboy 

[표3] 2005년 1월 Rising 주간 악성코드 순위 

 

순위순위순위순위    1111주주주주    2222주주주주    3333주주주주    4444주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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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orm_Lovegate.C Worm_Lovegate.C Worm_Lovegate.C Worm_Lovega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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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orm_AgoBot Worm_AgoBot Worm_AgoBot Worm_AgoBot 

[표4] 2005년 1월 CNCVERC 주간 악성코드 순위 

 

주간 악성코드 순위 변화를 살펴 볼 경우에도 위 TOP 5와 같이 전체적인 순위 변화가 더욱

더 자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백쯔 웜의 경우 1주차에서 4주차로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감

소하는 추세가 더욱 자세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알봇 및 아고봇과 같은 악성 아

이알씨봇류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형들까지 포함하여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상대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외 트로이목마류 들의 순위 변화가 극심한 것으

로 보여진다. 지난 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신종 트로이목마들이 주간 악성코드 순위에 등장

하며 웜에 의해 좌우되던 악성코드 동향이 다양한 트로이목마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동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중국중국중국    신종신종신종신종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1월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악성코드는 전통적인 트로이목마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트로이목마가 대거 등장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1월달에 

새로운 웜이 신고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점도 특이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월에 발견된 새

로운 트로이목마들 중에서도 TOP 5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높은 감염 신고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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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트로이목마를 살펴보면 Trojan.PSW, Trojan.PSW.Lmir, Trojan.Huigezi와 

Trojan.PSW.Whboy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트로이목마류는 라이징의 진단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키보드 입력값을 가로채어 외부로 유출하는 키로거 형태의 트로이목마

들이다. 특히 이러한 트로이목마들은 특정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들을 주된 공격목표를 삼아

서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외부로 유출하는 심각한 개인정보 도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개인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중국중국중국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분포분포분포분포 

 

 

[그림1] 2005년 1월 중국의 악성코드 분포 

 

1월의 전체 악성코드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분포면에서 개개의 악성코드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TOP 5에 포함되지 않

았지만 기타에 포함된 새로운 트로이목마 류가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악성코드의 분포도가 지난달과 비교하여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쯔 웜과 넷스카이 웜은 지난 달 25%와 28%를 차지

하며 두 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월달에 들어서는 20%와 9%를 차지하며 

3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악성코드의 수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난달 0.9%를 차지하고 있던 알봇은 이번 달에는 17%를 지난달 기타에 포함되었던 아고 

봇은 10%를 차지하며 전체 분포면에서 가장 큰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아고봇과 같은 다른 

악성 아이알씨봇류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기타 36%에 이르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악성 아이

알씨봇류의 증가치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25 

((((3333))))     세계세계세계세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 차민석 주임연구원(jackycha@ahnlab.com) 

 

2005년 1월의 세계 동향을 보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는 몇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인다. 

 

우선 메일로 전파되는 넷스카이 웜(Win32/Netsky.worm), 마이둠 웜

(Win32/MyDoom.worm), 베이글 웜(Win32/Bagle.worm) 등이 공통적으로 순위권 내에 있다. 

하지만, 영국의 소포스(Sophos)
1
와 러시아의 캐스퍼스키 연구소(Kaspersky Lab)

2
에서 발표

한 순위를 보면 자피.D 웜(Win32/Zafi.worm.D)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피.D 웜

은 유럽지역과 달리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보고가 거의 없었다. 또한 러브게이트 웜

(Win32/LovGate.worm)은 캐스퍼스키 연구소의 순위에는 4위와 19위, 20위를 차지하고 있

지만, 한국에서는 러브게이트 변형 중 하나인 러브게이트.128000 웜

(Win32/LovGate.worm.128000)이 12위를 차지할 뿐 나머지는 보고가 미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러브게이트 웜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러시아가 중국과 인접 

해 있어 유입 및 확산이 쉬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유럽지역에서 발견된 소보.I형 혹은 J 

형으로 불리는 변형은 이 소포스 리포트에는 4위에 올라와 다른 업체와 차이를 두고 있다. 

참고로 소보 웜(Win32/Sober.wom)변형은 안철수연구소는 감염 보고를 받지 않았다. 

 

                                            
1
 Sophos, http://www.sophos.com/pressoffice/pressrel/uk/20050201topten.html 

2
 Kaspersky Lab, http://www.viruslist.com/en/analysis?pubid=1586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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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 ASEC  ASEC  ASEC  ASEC 컬럼컬럼컬럼컬럼    ----    디지털사회로의디지털사회로의디지털사회로의디지털사회로의    진입과진입과진입과진입과    정보유출의정보유출의정보유출의정보유출의    위협위협위협위협    

작성자 : 정관진 주임연구원(intexp@ahnlab.com)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 들어온 인터넷은 디지털 혁명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 사

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의 하나로 

인터넷이라는 도구 하에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의 세계에서는 블로그(Blog), 까페(Café), 미니

홈피(Mini Homepage)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 트랜드의 변화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 가져다 준 또 다른 사이버공간의 문화는 새로운 변화를 양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범위는 더욱 넓어지며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정보의 바닷속에 빠져 

다양한 이점을 취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의 역기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가 없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 시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정보

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이다. 디지털화된 IT(Information Technology)인프라의 급격

한 성장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커뮤

니케이션 수단의 하나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기반 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

렇게 디지털화된 네트워크라는 영역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며 정보보안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정보유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정보공유의 범위도 넓어졌지만 반대로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유출에는 해커와 같은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

출되는 정보도 있겠지만 악성코드와 같은 피해로 인해 원치 않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파괴되

는 경우도 있다. 이외 사용자의 실수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음에 따

라 발생하는 사고와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

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유출도 문제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의 공유와 그 속도로 인한 부분도 문제시 되고 있다. 올바른 정보의 공유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인프라는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역으로 잘못된 

정보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과거 몇 년 전에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디오가 유출되어 사회적으

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남들에게 노출되

고 공인이라는 신분하에 그 연예인은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

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 당시에는 개인간의 자료교환, 비디오테이프의 판매 그리고 

음성적으로 해당 파일이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었는데 만약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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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정보확산의 중심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자리를 차지하였고 최근에 발생한 “연예인 X 파일” 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현 실태

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의 유명한 모 광고회사에서 모 리서치 회사에 의뢰

하여 연예인의 현재 근황, 소문, 평가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 파일이 유출되어 큰 논란이 되

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모 연예인의 케이스와 달리 단시간 내에 급속히 확산되었는

데, 현재와 같은 인터넷 사용인구 그리고 메신저, 블로그, 미니홈피 등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과 달리 아주 빠른 속도로 파일이 네티

즌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었다.  

이번 ‘연예인 X 파일’의 사건을 보면서 정보유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 엿볼 수 있었으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핸드폰 가입자 정보, 졸업생 연락처 정보, 이메일 

계정 정보 등도 과거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정보유출 사례 중에 하나이다. 더불어 인터

넷 상에서의 회원가입 정보 및 개인의 신상정보등 정보 유출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이용과 단순한 사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뿐만이 아닌 사회생활 곳곳에서 여러

분들이 행하고 있는 정보제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보아야 할 때이다.  

 

물론 사이버공간상의 정보유출 위험이 너무 부각되어 비춰져 보일 수도 있고 빙산에 작은 

일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보유출을 포함한 정보보호

에 대해서 개인의 자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보안대책과 제어장치가 있

다 하여도 개인이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다면 정보보호의 의미는 상실하게 마련이다.  

 

이제 디지털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개개인의 보안의식에 변화를 줄 때이다. 디지털화로 인한 

삶의 변화가 오듯이 우리의 보안의식을 달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우리의 정보가 

얼마나 쉽게 유출 될 수 있었는지 깨달을 때면 정보보안의 시작은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