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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의 시큐리티대응센터(AhnLab Security Emergency response Center)

는 악성코드 및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바이러스와 보

안 전문가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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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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AAAASECSECSECSEC    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통계통계통계통계    

((((1111)))) 9999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통계통계통계통계    

 

순위순위순위순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명명명명    건수건수건수건수    %%%%    

1 - Win32/Virut 23,100 67.6% 

2 - Win32/Virut.B 9,438 27.6% 

3 ↑3 Win32/Bagle.worm.19666 98 0.3% 

4 New Win32/Stration.worm.150844 49 0.1% 

5 New Win32/Netsky.worm.29568 35 0.1% 

6 ↑4 Win32/Parite 32 0.1% 

7 New Win32/Netsky.worm.17920 22 0.1% 

8 New Win32/Bagle.worm.21700.B 20 0.1% 

9 New Dropper/Maslan.60928 19 0.1% 

10 New Win32/Mytob.worm.48766.C 18 0.1% 

  기타 1,343 3.9% 

합계합계합계합계    34,17434,17434,17434,174    100.0% 

 [표1] 2006년 9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9999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피해피해피해    동향동향동향동향    

8월에 이어 9월에도 바이럿 바이러스(Win32/Virut)와 바이럿.B 바이러스(Win32/Virut.B)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트레이션 웜(Win32/Stration.worm.150844)이 4위를 차지하며 10위권 내에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9월에 많은 변형이 발견되었던 것에 비해 Top 10에는 1개의 변형만 등장한 

것으로 보아, 많은 변형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월의 악성코드 피해 Top 10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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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9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9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9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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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6년 9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2006년 9월 악성코드 피해건수는 총 34,174건으로 전년 동월 1,212건에 비해 약 30배 가

량 증가하였으며, 전월(17,755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는데, 바이럿 바이러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이 그 원인이다.  

 

2006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2006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2006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2006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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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06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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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악성코드피해 건수 비교(바이러스 제외)7~9월 악성코드피해 건수 비교(바이러스 제외)7~9월 악성코드피해 건수 비교(바이러스 제외)7~9월 악성코드피해 건수 비교(바이러스 제외)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웜

트
로

이
목

마

드
롭

퍼

유
해

가
능

스
크

립
트

부
트

매
크

로

애
드

웨
어

조
크

기
타

7월

8월

9월

 

[그림3] 2006 7~9월 악성코드 피해 비교 

 

[그림3]은 9월 악성코드 피해 중 바이러스를 제외한 악성코드 피해 건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웜의 피해는 대폭 감소하고, 트로이목마로 인한 피해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증가한 

트로이목마의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리니지핵(Win-

Trojan/LineageHack)변형이다.  

 

9999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Top 10  Top 10  Top 10  Top 10 전파방법전파방법전파방법전파방법    별별별별    현황현황현황현황    

[표1]의 악성코드 피해 Top 10에서 확인된 악성코드의 전파방법을 살펴보면 [그림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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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9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9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9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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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2006년 9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 

 

실행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럿 바이러스로 인해 바이러스 피해가 95%, 매스메일러와 드롭퍼 

등 기타 전파방법이 5%를 차지하였다.  

 

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    된된된된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형유형유형유형    현황현황현황현황    

2006년 9월에 피해신고 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현황은 [그림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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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6년 9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6년 9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6년 9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기타
0.0%

유해가능
0.1%

매크로
0.0%

트로이목마
2.3%

스크립트
0.0% 애드웨어

0.0%

조크
0.0%

부트
0.0%

드롭퍼
0.5%

바이러스
95.6%

웜
1.5%

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드롭퍼

유해가능

스크립트

부트

매크로

애드웨어

조크

기타

 

[그림5] 2006년 9월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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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2006년 월별 웜, 트로이목마 피해신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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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월별월별월별    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    된된된된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종류종류종류종류    현황현황현황현황    

9월에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 수는 모두 985개로, 이는 전년도 동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

치이다. 올해 들어 전년보다 피해신고 되는 악성코드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 8월부

터 전년에 비해 증가하더니 9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된 트로이목마 및 드롭퍼 변형의 증가, IRCBot 웜, 바이킹 

바이러스(Win32/Viking) 변형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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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2005년, 2006년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종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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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국내국내    신종신종신종신종((((변형변형변형변형) ) ) )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발견발견발견발견    피해피해피해피해    통계통계통계통계    

9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변형) 악성코드의 건수는 [표2], [그림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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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460 115 1 18 0 0 0 27 0 703 

[표2] 2006년 9월 유형별 신종(변형) 악성코드 발견현황 

 

9월은 지난달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신종(변형) 악성코드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월 대비 

무려 130%나 증가하였다. 증가된 악성코드 유형은 주로 트로이목마, 웜, 드롭퍼 유형들인데, 

특히 악성 IRCBot 웜은 MS06-040 취약점 발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실

행 압축툴에 의한 변형도 증가되고 있다. 전월과 비교하여 201%의 증가율을 보이며 트로이

목마 신종(변형) 발견이 급증하였는데, 주로 온라인 게임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가 증가하였

다. 트로이목마는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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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8] 9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 

 

온라인 게임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외에도 스트레이션 웜(Win32/Stration.worm)으로부터 다

운로드 되거나 생성되는 스트레이션 트로이목마(Win-Trojan/Stration)도 상당수 증가하였다. 

- 바이킹 바이러스(Win32/Viking) 변형 증가: 관련 트로이목마의 다운로더를 포함함 

- MS 06-014 취약점 이용한 악의적인 스크립트 증가: 웹 해킹에 사용됨 

- 개인 보안프로그램 허점 발견 또는 보안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앞둔 사전 공격(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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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로이목마는 스트레이션 웜의 변형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메일을 

발송하는 증상 또는 특정 웹 브라우저들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갈취하는 증상이 있다. 

 

다음은 중국발 웹 해킹의 주목적이기도 하며, 많은 변형이 발견, 보고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2006년도 월 발견 건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추세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추세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추세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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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현황
1
 

 

[그림9]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위에서 세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 하였다. 악성코드가 갑자기 증가한다

면 제작자들간 관련 정보 공유 혹은 새로운 제작 툴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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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일본일본의의의의 3 3 3 3/4/4/4/4분기분기분기분기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2006년 3분기의 일본의 악성코드 동향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

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보안취약점들에 대한 이슈들이다. 최근 발표한 보안취약점

들의 특성상 사용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일본 Cert 

등 여러 기관들에서 이와 관련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8월에 들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사 제품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생각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였

다.  

 

[그림10] 8월에 발생한 135 포트의 트래픽 증가 

 

[그림10]은 8월에 발생한 TCP 135 포트의 트래픽 증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135 포트를 이

용한 트래픽이 8월 17일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23일부터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러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가 외부로

부터의 공격시도가 아닌 일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시

도가 아닌 일본 내 IP주소에서의 트래픽이 증가한 점은 139 포트를 이용한 공격을 수행하는 

웜 등에 의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3분기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한 악성코드는 넷스카이 웜이다. [그림11]는 분기별로 유행한 악

성코드들에 대한 감염 신고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넷스카이 웜이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으

며 넷스카이 웜 이외에도 베이글 웜이나 마이톱 웜과 같은 이메일 웜들에 의해 많은 감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대체적으로 감염 피해 수치가 감소하고 있으나 베이글 웜은 

오히려 감염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피해가 증가한 원인을 그래프의 내용으로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악성코드들의 경우 새로운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베이글 웜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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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 등 여러 형태의 변형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1] 분기별 악성코드 신고 통계 

 

[표3]은 3분기에 유행한 악성코드들에 대한 피해 통계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림10]과 비

슷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나 9월 통계에서 스트레이션 웜의 감염 피해가 급속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7월 8월 9월 

W32/Netsky 852 881 796 

W32/Bagle 389 422 335 

W32/Mytob 278 294 296 

W32/Mydoom 269 253 259 

W32/Stration -  39  247 

W32/Mywife 229 179 190 

W32/Klez 182 162 141 

W32/Lovgate 141 136 148 

W32/Zafi 133 148 97 

[표3] 3분기 악성코드 감염 신고 통계 

 

스트레이션 웜은 2006년 8월 중순 경부터 발생한 이메일 웜으로 현재까지도 여러 형태의 

변형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발견 초기에는 피해에 의한 심각성이 크지 않았으나 9

월 들어 매우 많은 변형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로 인한 메일 트래픽 또한 매우 많은 상태로 

보인다. [그림12]는 2006년 9월에 발생한 이메일 웜의 탐지 통계이다. 마이톱 웜 등 기존의 

악성코드들보다 더 많은 양의 메일이 탐지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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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2006년 9월 이메일 웜 탐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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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중국의중국의중국의 3 3 3 3/4/4/4/4분기분기분기분기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2006년 3/4분기 중국 악성코드 동향은 상반기와 유사한 트로이목마와 백도어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로이목마와 백도어가 주류인 상황에서도 바이킹 바이러스

(Worm.Viking, V3 진단명 – Win32/Viking)의 급속한 확산현상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4

분기의 월별 악성코드 수치를 평가 한다면 7월에 비해 8월에는 일시적으로 10% 정도 전체 

악성코드 접수 수치가 감소하였지만 9월에 이르러서는 7월에 비해 20% 그리고 8월에 비해 

25%가 크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중국중국중국    라이징의라이징의라이징의라이징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TOP 5 TOP 5 TOP 5 TOP 5    

순위순위순위순위    변화변화변화변화    순위순위순위순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    1 Trojan.DL.Agent 

↑4 2 Trojan.PSW.LMir 

↓1 3 Backdoor.Gpigeon 

New 4 Trojan.Agent 

New 5 Trojan.Clicker.Agent 

[표4] 2006년 3/4 분기 중국 라이징(Rising) 악성코드 TOP 5 

 

2006년 3/4분기 악성코드 TOP 5에서는 Trojan.DL.Agent(V3 진단명 – Win-Trojan/Agent)

가 상반기에 이어서 이번 3/4 분기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며 전체 악성코드 분포에서 

35%가 넘는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순위상으로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악성코

드로는 Trojan.PSW.LMir(V3 진단명 – Win-Trojan/LmirHack)가 상반기보다 4계단이 상승

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Trojan.PSW.LMir 외에도 특정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형태의 트로이

목마로는 Trojan.PSW.QQGame과 Trojan.PSW.코둫쎠가 3/4분기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기

존의 이러한 유형의 트로이목마들은 한국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가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반해 Trojan.PSW.QQGame과 Trojan.PSW.ZhengTu는 중국에서 제작된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들을 주된 공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대상지와 대상자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번 3/4분기 악성코드 TOP 5에서 유일하게 순위 하락을 보인 Backdoor.Gpigeon(V3 진단

명 – Win-Trojan/GrayBird)은 전형적인 사용자 정보 및 원격제어 형태의 백도어이다. 이러

한 백도어 형태의 트로이목마는 전체 악성코드 분류에서도 크게 줄어들어 Backdoor.Agent

가 이번 3/4분기 전체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백도어 형태의 악성코드 감소와는 별도로 스파이웨어와 트로이목마의 경계선을 아우

르는 형태의 트로이목마가 형태별로 증가한 것이 이번 3/4분기의 하나의 큰 동향이다. 그 대

표적인 악성코드로는 이번 3/4 분기에 처음으로 악성코드 TOP 5에 등장한 Trojan.Agent와 

Trojan.Clicker.Agent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3/4 분기에 등장한 이러한 트로이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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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Dropper.Agent, Trojan.DL.AdLoad, Trojan.DL.Agent, Trojan.DL.Diyer, 

Trojan.DL.QQHelper과 Trojan.DL.Small를 들 수 있다. 

그 외 이번 3/4분기의 가장 큰 특이점으로는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기능과 네트워

크 공유폴더로 전파되는 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이킹 바이러스의 급격한 증가이

다. 바이킹 바이러스는 지난 6월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중국 악성코드 동향

에서는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바이킹 바이러스의 변화와는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6월과 7월 시점부터 바이킹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이어졌었다. 이러한 바이

킹 바이러스는 이번 3/4분기 중 9월 초부터 중국 내에서 급격한 확산이 시작되어 이 글을 

쓰는 현재에도 중국 내에서 그 피해가 증가하고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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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세계의세계의세계의    3/43/43/43/4분기분기분기분기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3/4 분기의 세계 악성코드 동향은 여전히 넷스카이, 마이톱, 베이글, 마이둠 변형들이 순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피싱 메일이나 특정 트로이목마가 순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영국의 바이러스 블루틴(Virus Bulletin)에 따르면 넷스카이, 마이톱, 베이글, 마이둠 등의 웜

이 전체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초강세였던 자피 웜은 

0.17%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영국의 소포스의 통계
1
에 따르면 1위는 넷스카이 웜이며 마이톱, 베이글, 나이젬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젬 웜이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피 웜 변형은 7월에 6위에서 8월에는 

9위로 떨어져 순위권에서 이탈하고 있다. 

 

독일의 아비라(Avira)의 8월 통계에 따르면 1위는 백쯔 웜 변형이 차지하고 있으며 넷스카

이, 마이톱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이셋(Eset)
2
의 메일 검사 통계에 따르면 베이글, 넷스카이, 카피, 마이톱 등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싱 메일이 8월과 9월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닥터웹(Dr. Web)
3
에 따르면 분기 동안 1위는 베이글이며 넷스카이, 마이둠 등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정보를 빼내는 트로이목마가 6위,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 스크립트가 14위나 15위, 게임 계정 탈취 프로그램은 9월에 15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

른 회사와 차별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캐스퍼스키랩의 8월 통계
4
에 따르면 1위는 마이톱이며 넷스카이, 자피 등이 순위에 

있으며 다른 회사에는 볼 수 없는 러브게이트(LovGate) 웜이 8위이다.  

 

러시아 업체의 통계에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브게이트 웜이나 게임 계정 탈

취 프로그램이 순위에 존재하는 것은 중국과 지리적 가까움과 아시아 지역의 보고가 많은 

점이 원인이 아닐까 추정된다. 

 

                                            
1
 http://www.sophos.com/pressoffice/news/articles/2006/09/top-ten-virus-august-

2006.html 
2
 http://www.virusradar.com/stat_02_months/index_month_enu.html 

3
 http://info.drweb.com/show/2884/en?lng=en, http://info.drweb.com/show/2926/en 

4
 http://www.viruslist.com/en/analysis?pubid=1696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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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9999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통계통계통계통계    

 

순위 스파이웨어명 건수 비율 

1 ↑8 Win-Spyware/PWS.Lineage.gen 6 3.7% 

2 New Win-Adware/ToolBar.Comzen.396288 5 3.0% 

3 New Win-Adware/CashBack.77824.b 3 1.9% 

4 New Win-Adware/BHO.IEGuide.184320 2 1.2% 

5 New Win-Adware/Rogue.VirusBurst.1507328 2 1.2% 

6 New Win-Adware/SearchNine.73728 2 1.2% 

7 New Win-Adware/ToolBar.Uni.172032 2 1.2% 

8 New WinDownloader/ToolBar.CashOn.240128.B 2 1.2% 

9 New Win-Downloader/Xema.5632 2 1.2% 

10 New Win-Spyware/Crypter.577588.R 2 1.2% 

 기타 134 83.0% 

합계 162 100% 

[표1] 2006년 9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9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9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9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9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4% 3%

2%
1%1%1%1%

1%
1%
1%

84%

Win-Spyware/PWS.Lineage.gen

Win-Adware/ToolBar.Comzen.396288

Win-Adware/CashBack.77824.b

Win-Adware/BHO.IEGuide.184320

Win-Adware/Rogue.VirusBurst.1507328

Win-Adware/SearchNine.73728

Win-Adware/ToolBar.Uni.172032

Win-Downloader/ToolBar.CashOn.240128.B

Win-Downloader/Xema.5632

Win-Spyware/Crypter.577588.R

기타

 

[그림1] 2006년 9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9월에는 총 162건의 스파이웨어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월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된 수

치를 보였다. 이는 국내에서 제작된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를 배포하는 ActiveX가 다른 애드

웨어를 사용자 동의 없이 함께 배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직접 느끼는 피

해 증상이 뚜렷해져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 9위였던 리니지 스파이웨어(Win-

Spyware/PWS.Lineage.gen)의 경우 MS06-014 취약점을 사용하여 꾸준히 배포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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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 패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아직 많음을 알 수 있다. 

 

9999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발견발견발견발견    현황현황현황현황    

9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건수는 [표2], [그림2]와 같다. 

스파이웨어류스파이웨어류스파이웨어류스파이웨어류    애드웨어애드웨어애드웨어애드웨어    드롭퍼드롭퍼드롭퍼드롭퍼    다운로더다운로더다운로더다운로더    다이얼러다이얼러다이얼러다이얼러    클리커클리커클리커클리커    익스플로잇익스플로잇익스플로잇익스플로잇    AppCareAppCareAppCareAppCare    JokeJokeJokeJoke    합계합계합계합계    

207 139 47 83 0 25 4 0 1 506 

[표2] 2006년 9월 유형별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현황 

 

2006년 9월 발견된 스파이웨어2006년 9월 발견된 스파이웨어2006년 9월 발견된 스파이웨어2006년 9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42%

27%

9%

16%

0%5% 1%
0%

0%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드롭퍼

다운로더

다이얼러

클리커

익스플로잇

AppCare

Joke

    

[그림2] 2006년 9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비율 

 

9월 발견된 신종(변형) 스파이웨어의 특징은 전월과 비슷하게 국내 온라인게임 계정을 유출

하는 스파이웨어의 변형이 꾸준히 발견되어 스파이웨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국내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가 번들로 설치하는 애드웨어의 증가로 다수의 애드웨어가 

발견되어 애드웨어의 비율이 전월에 비해 월등히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수익

원을 다각화 하려는 애드웨어 제작업체의 다양한 시도로 인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용

자들은 ActiveX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신뢰할만한 업체의 제품인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애드웨어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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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9999월월월월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통계통계통계통계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9월에 2번의 보안패치 꾸러미를 제공하였다. 정기적인 매월두

번째 화요일(미국시간 기준) 보안패치 제공 외에 MS IE 제로데이 공격과 관련된 MS VML 

취약점 보안패치를 9월말에 긴급하게 또 한번 제공하였다.  

 

9월에 발표된 MS사의 신규 보안패치는 총 4건으로 ‘긴급’ 보안 공지 2건(MS06-054, 

MS06-055), ‘중요’ 보안 공지 1건(MS06-052)과 ‘보통’ 보안 공지 1건(MS06-053)이다. 또

한, 지난 8월 배포되었던 ‘중요’ 보안 공지 1건 (MS06-049)이 다시 재 배포되기도 하였다. 

    

이번 달에 발표된 보안 패치 중에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은 MS06-055인데, MS VML 

취약점의 위험성이 MS IE 제로데이 공격으로 인해 현실화됨에 따라, MS사의 정기 보안패치 

사이클 보다 앞서 제공되었다. 최근에 발견된 악성 IRCBot 웜의 분석결과 MS VML 취약점 

공격코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발표된 MS사의 보안 패치 현황은 [그림1]과 같다. 

패치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패치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패치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패치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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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6년 발표된 패치대상 기준 MS 보안패치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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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공격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공격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공격대상 기준 2006년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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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06년 발표된 공격대상 기준 MS 보안패치 분류 현황(실제 공격활용 기준) 

 

9월에 발표된 MS 보안패치도 8월과 마찬가지로 취약점 대상이 윈도우 시스템, 인터넷 익스

플로러, 오피스, 서버 제품 군에 걸쳐 골고루 분포가 되었고, 그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MS IE 제로데이 공격과 관련된 MS06-055 보안패치가 정기 보안패치 

사이클에 앞서 제공된 점은 그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인터넷 상의 중요 인프라를 위해하는 위협요소들은 인터넷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안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벤더

에서 제공하는 보안패치를 제공 즉시 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협요소로부터 취약점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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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ASEC Monthly Trend  & IssueASEC Monthly Trend  & IssueASEC Monthly Trend  & IssueASEC Monthly Trend  & Issue    

((((1111))))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    스트레이션스트레이션스트레이션스트레이션    웜웜웜웜((((Win32/Stration.wormWin32/Stration.wormWin32/Stration.wormWin32/Stration.worm))))    변형변형변형변형    증가증가증가증가    

 

9월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변형 및 신종 악성코드가 발견된 달이다. 또한 악성코드 발견 흐

름이 국지적인 추세이다 보니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 정

리하고자 하는 악성코드들은 지난 8월의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은 해

당 악성코드가 왜 증가하고 새로운 변형이 발견 되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얘기 하고자 

한다. 

 

► 악성악성악성악성 IRCBot  IRCBot  IRCBot  IRCBot 증가증가증가증가    

전월 대비 33% 증가한 악성 IRCBot 웜은 MS06-040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한 동안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역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실행압축툴로 인한 

변형 제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접수된 악성 IRCBot 웜 샘플에

서 사용되는 실행압축 툴 몇 가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 혹은 기존에 존

재하였지만 대부분의 안티 바이러스 업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아, 제작자

들은 각각의 안티 바이러스들이 실행압축해제를 하지 못하는 툴을 이용하여 변형을 제작 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MS06-040 취약점과 맞불려 다시금 IRCBot 웜 제

작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추정 된다. 

여기에 최근 들어 윈도우 파일 보호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증상을 갖는 악성 IRCBot 이 조

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윈도우 2000부터 적용된 윈도우 파일 보호 기능을 무력화 한다.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 폴더에 존재하는 ftp.exe, tftp.exe 와 같은 파일 전송에 사용되는 툴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둔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는 또 다른 변형으로부터 감염을 회피

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 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현재 감염된 악성 IRCBot 웜 이외에 

다른 악성코드나 악성 IRCBot 웜으로부터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다른 변형이 감염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제작자들이나 이를 운용하는 봇 마

스터들로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가 원인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발견되는 악성 IRCBot 웜의 추세라 할 수 있다.  

 

►►►►    바이킹바이킹바이킹바이킹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Win32/Viking) Win32/Viking) Win32/Viking) Win32/Viking) 꾸준한꾸준한꾸준한꾸준한    증가증가증가증가    

바이킹 바이러스는 9월에도 18종의 변형이 발견 되었다. 이는 단지 안철수연구소로 샘플이 

접수된 알려진 변형에 한한다. 따라서 더 많은 변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번달은 이 바이

러스의 프린터 출력 증상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이 증상은 제작자로부터 의도된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며, 이 바이러스의 부작용(side effect)으로 추정된다. 즉, 공유된 프린터를 사

용한 경우, 해당 프린터에 바이킹 바이러스가 감염대상 드라이브의 폴더에 기록하는 

_desktop.ini 파일의 내용이 프린터로 출력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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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 바이러스는 네트워크 검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API 를 사용한다. 

 

- WNetOpenEnumA 

- WNetEnumResourceA 

 

해당 함수의 사용으로 현재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진다. 

검색 후 접속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Administrator를 검색한 후 접속을 시도하는데 다음과 

같은 계정은 매우 취약한다. 

 

 - administrator : null (즉, 암호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감염된 시스템과 연결하려는 대상 시스템이 한번이라도 세션을 맺은 적이 있는 경우

도 역시 위험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은 바이킹 바이러스가 발견된 네트워크 환경에

서는 매우 취약한 환경이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 환경이라면 보안을 위해서 공유를 해제하고, 프린터를 공유할 경우 해당 프린터를 사용할 

사용자를 일일이 지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또한 안티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엔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게임게임게임게임    계정계정계정계정    탈취탈취탈취탈취    목적의목적의목적의목적의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    증가증가증가증가    

이번 달에 무려 전월 대비 88% 증가한 해당 트로이목마는 국지적인 악성코드 흐름을 잘 나

타내고 있는 유형이다. 남미나 유럽권에서는 온라인 뱅킹 거래시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

마가 많은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

가 많다. 트로이목마를 유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킹, 뎃냇과 같은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취약한 웹 사이트를 해킹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취약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 트로이목마가 증가하는 원인은 탈취된 정보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강탈하여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유명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게임들까

지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신생 업체의 온라인 게임들은 아직 게임 

보안 프로그램과 연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제작자들은 공격대상을 천천

히 그리고 조금씩 늘려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스트레이션스트레이션스트레이션스트레이션    웜웜웜웜(Win(Win(Win(Win32/Stration.worm) 32/Stration.worm) 32/Stration.worm) 32/Stration.worm) 변형변형변형변형    증가증가증가증가    

- C 전체가 공유 되어 있는 경우 

  - 프린터를 공유해 둔 경우와 프린터 사용자에 'everyone' 이 포함된 경우 

  - 엔진 업데이트가 안 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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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처음 보고된 스트레이션 웜은 9월 한달 동안 무려 67종의 변형이 발견 되었다. 이 변

형은 웜과 트로이목마를 모두 합한 수이다. 이 웜의 변형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익히 알고 있는 마이둠 또

는 넷스카이 웜처럼 변형으로 인한 피해는 한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웜은 자신

의 변형을 특정 호스트에 업로드하여 끊임없이 변형을 유포하며 웜에서 생성되는 파일들도 

트로이목마로서 악의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수집된 메일주소를 특정 호스트로 보내어 

이를 토대로 제작자는 다른 변형이 첨부된 메일을 보내거나 스팸 메일 발송에 사용되도록 

할 수 있어 잠재적인 위험이 큰 악성코드라 할 수 있겠다. 

 

►►►►    호르스트호르스트호르스트호르스트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Win(Win(Win(Win----Trojan/Horst) Trojan/Horst) Trojan/Horst) Trojan/Horst) 등장등장등장등장    

이 트로이목마가 언제부터 보고 되었는지는 그리고 감염경로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러나 9월에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꾸준히 신고되었다. 이 트로이목마는 윈도우에 존재하는 

svchost.exe를 실행한 후 해당 프로세스에 자신의 코드를 인젝션 해둔다. 코드가 인젝션 된 

svchost.exe는 특정 80/TCP 호스트로 접속을 시도한 후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IRC 

서버로 접속하여 명령을 대기한다. 주로 다른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설치하는 증상을 갖는

다.  

이 트로이목마의 증상은 위와 같이 정상 프로세스에 자신을 인젝션하여 동작하며 HTTP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IRC 채널에 접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발각되거나 

기존의 보안 제품에서 필터링 하기 어렵다. 주로 기업 사용자들로부터 보고 되고 있어, 앞으

로 호르스트 트로이목마의 발견, 피해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악성코드의 발견보고 또는 동향 등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국지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본 보고서를 통해서 자주 얘기 했었다.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크게 지역별

로 제작 성향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와 같이 주로 중국에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졌거나 추정되는 악성코드는 국내에 많은 피해

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윈도우 악성코드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악성코드 관련 기법을 적용하거나 이를 개선한 형태를 자신들의 악성코드에 접목시

킨 형태가 많았다. 이 기법은 주로 다형성 바이러스 제작 기법이나 은폐기법 그리고 윈도우 

파일 보호 무력화와 같은 기법들이다. 즉, 과거 러시아나 동구권 또는 아메리카 지역의 악성

코드 제작자들로부터 사용되었던 방법이 다시금 중국의 악성코드 제작자들로부터 사용되고 

                                            
1
 이는 국내에서 바라본 관점이므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중국 – 게임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류, 바이러스 또는 IRCBot, 웹해킹, 보안취약점 

러시아 및 유럽 – IRCBot, 이메일 웜, 또는 정보유출 목적의 트로이목마류, 바이러스 

동남아시아 – IRCBot 또는 온라인 게임 해킹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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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다시 과거의 유행했던 기법들이 적용된 악성코드들로부터 공격과 피해

가 많아지고 있다. 국지적인 악성코드 동향의 흐름은 이제 안티 바이러스 컨퍼런스에서 논의 

되는 것처럼 연구가들의 입을 떠나 실제로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 앞에 바

짝 다가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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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    허위허위허위허위    안티스파이웨어와안티스파이웨어와안티스파이웨어와안티스파이웨어와    제휴마케팅의제휴마케팅의제휴마케팅의제휴마케팅의    결합결합결합결합    

 

9월 역시 국내 온라인 게임 계정을 유출하는 스파이웨어(Spyware)가 꾸준히 발견되었다. 이

는 보안상 취약한 웹서버에 해킹을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스파이웨

어를 설치하는 코드를 삽입해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도 보안에 취약한 웹서버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 보안 관련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

타낸다. 또한 ASEC Monthly Report 7월호에 소개되었던 코덱(Codec)을 위장한 스파이웨어 

설치 프로그램 역시 끊이지 않고 변종이 발견되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동영상 및 오디

오 코덱인 양 위장하고 있지만 설치가 완료되면 코덱 관련 모듈 대신 다수의 스파이웨어와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 이렇게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지속적으로 팝업을 출력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쉽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월의 스파이웨어 동향의 특이점으로는 국내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

례가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ActiveX로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과장되거

나 허위 진단결과를 보여주고 결제를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자동 결제 연장’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 설치 시 다수

의 다른 애드웨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실제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면 [그림1]과 같이 3-4개 이상의 애드웨어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ActiveX에 명시된 애드웨어 이외에도 추가로 더 설치된다. 

 

 

[그림1]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와 번들로 설치되는 애드웨어들 

 

즉,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애드웨어를 스스로 설치하는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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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와 제휴 마케팅
1
의 

결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유료 치료 이전

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일정 금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림2] 제휴 마케팅 사이트의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 관련 공지글 

 

이렇게 설치된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는 [그림3]과 같이 실제 사용자에게 유해하지 않은 쿠

키 파일, 열어본 파일 목록, 임시 폴더의 파일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제휴마케팅 –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하는 광고주(머천트)와 광고주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제휴 사이트(어필리에이트)를 모집하여 트래픽과 매출을 증가시키는 마케팅 기법으로, 성과

당 광고(Pay-For-Performance)를 운영하여 실제로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발생한 만큼 광

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 애드웨어를 변형된 제휴 마케팅 방식으로 배포 

- [그림2]와 같이 설치 당 30~100원을 파트너(어필리에이트, 제휴사)에게 지급 

- 결제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파트너에게 지급 

- 파트너에서 아이디를 부여하고 ActiveX 컨트롤 코드베이스를 알려줌 

- 파트너는 카페, 블로그, 포털게시판, 개인홈페이지에 파트너 아이디와 ActriveX 코

드베이스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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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무해한 쿠키 파일을 진단하고 치료를 권장 

 

또한 치료하기를 누르면 [그림4]와 같이 ActiveX창에 표기된 무료 치료와는 달리 결제를 해

야지만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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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설치 시 무료치료와는 달리 결제를 요구 

 

함께 설치된 애드웨어의 경우 또다시 다른 애드웨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설치한다. 

[그림5]를 보면 윈도우 업데이트와 동일한 형태로 실행되어 윈도우 업데이트로 착각하게 하

며,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표시 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를 종료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는 추가로 또 다른 애드웨어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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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애드웨어가 또 다른 애드웨어를 추가로 설치(종료 방법이 없음)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형태로 배포되는 허위 안티 스파웨어는 약 60여종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는 주로 애드웨어 제작사가 만들고 배포한다. 즉, 전문적

인 보안 회사 제품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진단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며, 자체적

으로 엔진 및 진단 치료 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고객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보안 제품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애드웨어 제작사들은 수익을 다각화 하기 위해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를 통해 번들

로 애드웨어를 설치하는 사례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인터넷 웹 서핑시 ActiveX 설치 경고창이 나타나면 어떠한 제품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애드웨어 제

작사들도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도

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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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    제로데이제로데이제로데이제로데이    공격으로공격으로공격으로공격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보안위협보안위협보안위협보안위협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이하 IE)를 대상으로 한 제로데이 공격

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중에는 아직까지 보안패치가 제공되지 않은 취약점도 존재한다. 이번 

호에는 9월에 발표된 MS 보안 패치들과 IE VML 취약점, DirectAnimation.PathControl 취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9999월에월에월에월에    발표된발표된발표된발표된    보안보안보안보안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동향동향동향동향    

MS에서는 MS VML 취약점을 이용하는 제로데이 공격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MS06-055 보안패치를 정기사이클보다 앞서 긴급하게 제공하였다. 지난 1월에도 WMF 취

약점과 관련하여 MS06-001 보안패치를 긴급하게 배포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1
 

 

위험위험위험위험

등급등급등급등급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개념개념개념개념

증명증명증명증명

코드코드코드코드    

중요 

MS06MS06MS06MS06----052 PGM(Pragmatic Genera052 PGM(Pragmatic Genera052 PGM(Pragmatic Genera052 PGM(Pragmatic General Multicast)l Multicast)l Multicast)l Multicast)의의의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919007)(919007)(919007)(919007)
2222    

공격자가 영향을 받는 시스템에 특수하게 조작된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내 

영향을 받는 시스템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있다. 

유 

보통 

MS06MS06MS06MS06----053 053 053 053 인덱싱인덱싱인덱싱인덱싱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사이트사이트사이트사이트    간간간간    스크립팅스크립팅스크립팅스크립팅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920685)(920685)(920685)(920685)
3333    

인덱싱 서비스의 쿼리 유효성 확인 방식에 정보 유출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 

취약점을 악용하여 공격자가 사용자 대신 클라이언트 쪽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 스크립트는 컨텐츠를 스푸핑하거나 정보를 유출하고 영향을 받는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수행하는 어떠한 동작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무 

긴급 

MS06MS06MS06MS06----054 Microsoft Publisher054 Microsoft Publisher054 Microsoft Publisher054 Microsoft Publisher의의의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910729)(910729)(910729)(910729)
4444    

Publisher에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 존재한다. 조작된 문자열이 있는 파일

을 Publisher에서 구문 분석할 때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 

무 

긴급 

MS06MS06MS06MS06----050505055 5 5 5 벡터벡터벡터벡터    표시표시표시표시    언어의언어의언어의언어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925486)(925486)(925486)(925486)
5555    

Microsoft Windows에 구현된 VML(벡터 표시 언어)에 원격 코드 실행 취약

유 

                                            
1
 2006년 1월 6일, WMF 취약점에 의한 제로데이 공격과 MS06-001 긴급 보안패치 

2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6-052.mspx 

3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6-053.mspx 

4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6-054.mspx 

5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6-055.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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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존재한다. 공격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열어 볼 

경우 원격 코드 실행을 허용하는 특수하게 조작된 웹 페이지 또는 HTML 전

자 메일 메시지를 구성하여 이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 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자는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MSMSMSMS IE VML  IE VML  IE VML  IE VML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MS06(MS06(MS06(MS06----055)055)055)055)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제로데이제로데이제로데이제로데이    공격공격공격공격    

MS의 VML(Vector Markup Language)에 사용되는 Microsoft Vector Graphics Rendering 

DLL파일인 vgx.dll의 vgx!_IE5_SHADETYPE_TEXT::TOKENS 메쏘드의 내부에 검사되지 

않은 버퍼로 인하여 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가 발생하게 된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조작된 HTML을 생성하여 IE 크래쉬(crash)를 

유도하거나 원격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경

우, 공격자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반적으로 이러

한 공격에는 악의적인 공격자가 조작된 VML 포함 html 문서를 특정 웹사이트에 올려둔 후, 

사용자가 조작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Vector Markup Language (VML)은 웹에서 XML 교환, 편집, 고품질의 벡터 그래픽 전송에 

사용되므로, 이 취약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로데이(Zero Day) 공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악성코드 배포 등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ASEC에서 입수한 악성 IRCBot 웜에서도 MS IE VML exploit 코드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0000B944 0000B944 0 <html xmlns:v="urn:schemas-microsoft-com:vml"><head><object 

id="VMLRender" classid="CLSID:10072CEC-8CC1-11D1-986E-

00A0C955B42E"></object><style>v\:* { behavior: 

url(#VMLRender); }</style></head><body> 

… <중략> … 

0000BD1C 0000BD1C 0 "); var heapBlockSize = 0x400000; var payLoadSize = 

payLoadCode.length * 2;var spraySlideSize = heapBlockSize - (payLoadSize+0x38);var 

spraySlide = unescape("%u9090%u9090"); 

… <중략> …  

<v:rect style='width:120pt;height:80pt' fillcolor="red"><v:fill method  = " 

 

이미 앞서 말한 듯이 MS VML 취약점을 위한 MS06-055 보안패치가 9월말 MS사로부터 제

공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고객은 하루빨리 패치를 적용하여 악

성코드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DirectAnimation.PathControl DirectAnimation.PathControl DirectAnimation.PathControl DirectAnimation.PathControl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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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Animation(daxctle.ocx)은 웹 상에서 벡터 그래픽, 이미지,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제공

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컨트롤을 지원한다. 이 중 Path 컨트롤은 geometric 또는 spline 패

턴대로 시간 변화에 따라 페이지상에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Path 컨트롤

은 ‘DirectAnimation.PathControl’라는 클래스명과 클래스 ID값 ‘D7A7D7C3-D47F-11D0-

89D3-00A0C90833E6’를 갖는다. 

해당 취약점은 이 DirectAnimation.PathControl COM 오브젝트의 메쏘드 KeyFrame(), 

Spline()에 전달되는 특별한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힙(heap)기반의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다. 

 

KeyFrame()과 Spline() 메쏘드는 다수의 파라미터들을 입력으로 받는다. 

public native void KeyFrame(int iNumPoints, Variant varPoints, Variant varTimePoints)  

public native void Spline(int iNumPoints, Variant varPoints)  

 

이 중 첫번째 파라미터는 커브를 표시하는 포인터의 수를 입력 받아 구조체를 저장하기 위

해 필요한 힙(heap) 메모리 공간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특별한 일부 값들의 경우 

이 값에 대한 유효성 체크를 하지 않아 힙(heap) 기반의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된다.  

 

var target = new ActiveXObject("DirectAnimation.PathControl");  

target.KeyFrame(0x7fffffff, new Array(1), new Array(65535));  

target.Spline(0xffffffff, 1);  

 

daxctle!CPathCtl::KeyFrame+0xa1:  

03906fca e867c9ffff call daxctle!operator new (03903936)  

=== > HEAP[IEXPLORE.EXE]: Invalid allocation size - FFFFFFF8 (exceeded 7ffdefff)  

03906fcf 8945fc mov [ebp-0x4],eax  

...  

039071dd 03c6 add eax,esi  

039071df 833800 cmp dword ptr [eax],0x0  

039071e2 7408 jz daxctle!CPathCtl::KeyFrame+0x2c3 (039071ec)  

039071e4 8b00 mov eax,[eax]  

daxctle!CPathCtl::KeyFrame+0x2bd:  

039071e6 8b08 mov ecx,[eax] ds:0023:abababab=????????  

039071e8 50 push eax  

039071e9 ff5108 call dword ptr [ecx+0x8]  

039071ec 833e00 cmp dword ptr [esi],0x0  

039071ef 7408 jz daxctle!CPathCtl::KeyFrame+0x2d0 (039071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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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eyFrame() 메쏘드를 이용한 공개된 익스프로잇(Exploit) 코드는 중국어 OS 버전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코드 실행 코드로 제작되었다. 익스플로잇 코드 실행 시 원하

는 코드번지까지 대량의 데이터를 채우는 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 메모리가 상승하는 현상

이 나타난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으로 릴리즈된 패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MS 

Security Advisory를 통해 일부 임시 조치방법을 게시하고 있다.
1
 

앞으로도 MS IE를 대상으로 한 제로데이 공격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뢰

하지 않는 사이트 접속을 피하고 웹 브라우저 보안 패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덧 올해도 마지막 분기 하나를 남기고 있다. 2003년 1.25대란 이후 크고 작은 보안사

고들이 쉴새 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하다. 원하던 원치 않던 다양한 보안 위협요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안

이란 두 글자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

다. 

 

                                            
1
 MS Advisory (925444): Vulnerability in the Microsoft DirectAnimation Path ActiveX 

Control Could Allow Remote Code Execution, 

(http://www.microsoft.com/technet/security/advisory/925444.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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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온라인게임온라인게임온라인게임온라인게임    해킹해킹해킹해킹    기술기술기술기술    및및및및    동향동향동향동향    

작성자: 네트웍 Unit 이호웅 선임연구원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 사용자 증가와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도 2005년 1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와 매출을 기록하는 화려함 뒤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아이템 거래 등 어두운 

모습을 감추고 있다.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게임게임게임게임    보안보안보안보안    

온라인 게임 보안은 말 그대로 온라인 게임을 공정하게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게임 

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감지/차단하여 게임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해킹은 서버 해킹와 클라이언트 해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서버 해킹은 

잘 알고 있는 해킹 방식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Dos 공격, 웹 취약점 공격, Free Server, 

계정탈취, 트로이목마 등이 이에 속한다. 클라이언트 해킹은 일반적인 안티 해킹에 속하는 

부분과 온라인 게임이란 영역에 특화된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메모리 조작, 실행파일 조작, 패킷 조작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스피드핵, 매크로, 

오토마우스, Non-Client Bot 등이 있다. 

서버 해킹의 경우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비스의 경우도 유사한 해킹이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보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버 

해킹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기로 하며, 클라이언트 해킹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표1]은 악성코드와 온라인 게임 해킹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구분구분구분구분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게임게임게임게임    해킹해킹해킹해킹    

대상 불특정 다수의 시스템 특정 게임 서비스 

성향 시스템 파괴 게임 플레이 조작 

목적 자기과시, 시스템 파괴 금전적 이익 

특이사항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함 

개발도구, 장애인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들이 해킹에 사용 

보안제품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보안제품은 사용자의 동지 보안제품은 사용자에게 귀찮은 존재 

[표1] 악성코드와 온라인 게임 해킹의 차이 

 

주요주요주요주요    국가의국가의국가의국가의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게임게임게임게임    해킹해킹해킹해킹    동향동향동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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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한국한국    

한국은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으로 온라인 게임 해킹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해킹의 기술은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해킹툴들이 매크로이며, 간단한 메모리 데이터 조작도 발견된다.  

한국의 해킹기술 대부분은 중국의 기술이 그대로 유입되거나,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유입되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와는 2-3개월의 차이를 두고 유사해킹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갖추지 못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만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해킹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온라인 게임의 발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    일본일본일본일본    

일본은 세계적인 게임 시장이지만 비디오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은 

이제 막 태동 단계이다. 해킹 기술은 그들의 국민성을 반영하듯 매우 세밀하게 접근하며, 

메모리 조작과 실행파일 조작이 주를 이룬다. 아직까지는 해커 그룹도 조직적이기 보다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고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개인과시용으로 해킹툴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메이저 온라인 게임들이 일본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 

해킹그룹의 영향력이 일본에 미치면서 일본의 해킹그룹도 금전적인 이익을 목표로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온라인 게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중국중국중국중국    

중국은 가장 온라인 게임 해킹이 활성화된 나라로 대부분의 해킹 사이트가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해킹 조직은 이미 조직적 단계를 넘어서 기업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한국과 동남아에 미칠 정도로 매우 크다.  

중국은 게임 해킹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으며, 주로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여 

적절한 게임코드를 그대로 뜯어서 붙이는 방법으로 Non-Client Bot를 제작하거나, Free 

Server를 제작하여 별도 게임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게임 클라이언트와 

게임 서버 사이에 Proxy를 두고 게임패킷을 중간에서 변조하는 Proxy 공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미국미국미국미국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인 게임 시장이다. 아직 PC게임과 비디오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서버에 대한 Dos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의 경우 메모리 조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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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게임게임게임게임의의의의    주요주요주요주요    해킹해킹해킹해킹    기술기술기술기술    

지금부터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취약점들을 겨냥한 주요 해킹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림1]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취약점 

 

►►►►    게임의게임의게임의게임의    속도를속도를속도를속도를    조절하는조절하는조절하는조절하는    스피드핵스피드핵스피드핵스피드핵    

스피드핵은 MMORPG나 FPS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킹툴 중 하나로 게임의 

스피드를 가속시켜 게임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툴이다. 스피드핵을 사용할 

경우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패킷을 교환하게 되어 

서버에 랙(Lag)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피드핵은 동작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구분구분구분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방식방식방식방식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방식방식방식방식    

동작방법 윈도우 시간관련 함수를 Hooking하여 

카운터를 조작함 

타이머와 사운드를 다루는 8263/8254 

포트에 어셈블리명령으로 

Frequency를 바꿔 카운터를 조작함 

해킹대상 시간 관련 함수 

timeGetTime, timeGetSystemTime, 

timeSetEvent, GetTickCount, 

8253/8254 PIT (Programmable 

Interrupt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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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mer, GetMessageTime,  

QeuryPerformanceCounter 등 

[표2] 동작방식에 따른 스피드핵의 구분 

 

 

[그림2] SpeederXP 스피드핵 

 

►►►►    게임을게임을게임을게임을    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    플레이할플레이할플레이할플레이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오토마우스오토마우스오토마우스오토마우스 /  /  /  / 오토오토오토오토    플레이플레이플레이플레이    

스피드핵과 함께 가장 알려져 있으며, 게임 밸런스에도 민감한 영향을 주는 해킹 기술이다.   

게임 상에서 해킹툴을 시작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으로 봅을 발견하여 

공격하고, HP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약을 복용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오토마우스의 경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실제로 현금거래가 되고 있으며, 하드웨어에 

기반한 오토마우스의 경우 이미 제작자들이 기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토마우스는 동작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구분구분구분    동작동작동작동작    방식방식방식방식    

유저레벨 관련 윈도우 API(SendInput, keybd_event, mouse_event, SendMessage 등)를 

이용하여 게임 프로그램에게 메시지(Message)를 보내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자동으로 실행 

커널레벨 윈도우 OS가 구성하고 있는 Keyboard 및 Mouse Driver의 Filter로 들어가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자동으로 실행 

하드웨어 Mouse, Keyboard 장비가 PC본체에 연결되는 포트에 Hub식으로 연결되는 

하드웨어로 장비에 삽입된 Firmware에 따라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 신호를 

자동으로 입력. 최근에는 USB 형태로 간편하고 휴대가 편하게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음 

[표3] 동작방식에 따른 오토마우스 종류 

 

►►►►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조작조작조작조작, , , , 파일파일파일파일    조작조작조작조작, , , , 패킷패킷패킷패킷    조작조작조작조작    

메모리 조작, 파일 조작, 패킷 조작 등은 일반적인 안티 해킹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해킹 기술들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 게임패치를 

담당하는 패쳐를 조작하여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작을 한 후, 해킹툴을 실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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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나 패킷을 조작하는 형태를 이룬다.  

파일 조작은 주로 실행파일(PE)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된 Data 파일을 

풀어서 임의로 조작하기도 한다. PE 파일 조작의 경우는 변조하고자 하는 코드가 

영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Code Segment의 게임 주요 루틴을 어셈블리 

바이너리 코드로 치환한다. 

메모리 조작 기술은 DLL Injection이나 API Hooking, SDT Hooking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메모리 내의 게임 Data와 주요 루틴의 흐름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Data 조작의 경우 

Data의 변경이 정상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주요 Data는 게임 서버에서 관리하고 검증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3] 메모리 상의 코드조작 예 

 

패킷 조작은 일반적으로 send, recv, WSASend, WSARecv 등과 같은 Socket API를 

Hooking 하거나, LSP(Layerd Service Provider)와 NDIS(Network Diver Interface) 

레벨에서의 조작이 많이 사용된다. 

 

►►►►    NonNonNonNon----Client BotClient BotClient BotClient Bot    

Non-Client Bot은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지 않고 해킹툴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툴을 말한다. 이러한 Non-Client Bot은 실제 게임 

클라이언트처럼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Dialog Box에 설정버튼과 

실행버튼만을 제공하고, 게임 서버와는 마치 실제 유저가 게임에 로그인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패킷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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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와 [그림4]에서 Non-Client Bot의 특징과 동작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구분구분구분구분    내용내용내용내용    

특징 게임 해킹툴 중 가장 악성적이며, 대응도 어려움 

게임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정 게임에 특화되어 제작됨 

게임 클라이언트를 디버깅하고 패킷을 완벽히 분석하여 인증부터 게임 진행, 

종료까지 실제 게임과 동일한 메시지를 생성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제작과 판매가 이루어짐 

피해 사항 게임 밸런스와 매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침 

게임 서비스의 존폐와 직결될 만한 파워를 가진 해킹툴 

실제 게임을 하지 않는 유저들의 접속으로 서버 부하 발생 

[표4] Non-Client Bot의 특징  

 

 

[그림4] Non-Client Bot의 동작 방식 

    

게임보안의게임보안의게임보안의게임보안의    도전도전도전도전    

온라인 게임 해킹 기술은 악성코드의 기술이 유입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기

술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킹툴이 RootKit으로 동작하며, 자체 보호 기능도 많이 

보강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PC게임과 비디오 게임에 집중하던 해외 메이저 게임사들이 온라인 게임에 뛰

어들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도 해외진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게임 해킹은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게임 보안은 본격적인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는데 주력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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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ASECASECASECASEC이이이이    돌아돌아돌아돌아본본본본    추억의추억의추억의추억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윈도우윈도우윈도우윈도우 95  95  95  95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    보자보자보자보자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1996년 9월 14일 보자 바이러스(Win95/Boza)
1
에 감염된 파일이 성을 주제로 한 뉴스그룹

에 올려졌다. 올린 사람의 메일 주소는 love@your.kid이며 감염된 파일은 SEX.EXE 혹은 

SEXY.EXE였다. 다행히 올려진 바이러스는 문제가 있어 다른 파일을 성공적으로 감염시킬 

수 없는 불완전한 형태의 바이러스였다.  

1995년 후반 윈도우 95 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윈도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바이

러스 제작자들 사이에는 워드 베이직으로 제작하는 매크로 바이러스에 싫증을 느끼고 점점 

사용자가 증가하는 윈도우에 바이러스 제작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이러스 제작 그

룹을 중심으로 윈도우 95용 바이러스 제작에 들어가게 되고 윈도우 95가 발표된 후 얼마 되

지 않은 1996년 초 오스트레일리아의 바이러스 제작 그룹인 VLAD은 보자 바이러스를 최초

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최초의 윈도우 95 바이러스라는 점에 의의가 있을 뿐 

많은 버그가 있어 바이러스로의 역할(?)은 다할 수 없었다. 

 

초기의 윈도우 바이러스는 실행될 때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는 원시적인 비상주형 바이러스

로, 확산 가능성은 극히 떨어졌다. 1996년 말 윈도우 95의 가상 드라이버를 이용해 기억장

소에 상주하는 Win95/Punch바이러스와 Win95/MrKlunky 바이러스가 오스트레일리아와 유

럽의 바이러스 제작 그룹에서 경쟁적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VxD 방식은 윈도우 9X 에서

만 사용되어 윈도우 NT는 바이러스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초기의 윈도우 바이러스들은 실행에 필요한 윈도우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주소가 지정되어 있어 특정 윈도우 이외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지

만, 1997년 Win32 플랫폼에서 Win32 API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 이를 이용한 

Win32/Cabanas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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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해 윈도우 NT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의 바이러스가 모든 윈도우 계열에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윈도우 바이러스 제작의 이론이 형성되던 중 1998년 6월 대만에서 제작된 Win95/CIH 바이

러스는 1999년과 2000년 4월 26일 한국 등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 윈도우 바이

러스가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 후 웜과 트로이목마의 홍수 속에서도 윈도우 바이러

스는 꾸준히 사용자를 괴롭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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