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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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lyMonthlyMonthlyMonthly    통계통계통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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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순위순위순위    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    건수건수건수건수    %%%%    

1 new Win-Trojan/LineageHack.13665 39 28.7% 

2 ↓1 Win32/Virut  22 16.2% 

3 new Win-Trojan/HangHack.19154 15 11.0% 

4 ↑2 Win-Trojan/Xema.variant 12 8.8% 

5 new Win32/Dellboy 11 8.1% 

6 new Win-AppCare/Porn.7168.B 9 6.6% 

7 new Win32/IRCBot.worm.Unknown 8 5.9% 

8 new Win-Trojan/Klone.35840 7 5.1% 

9 new Win-Trojan/MatoryHack.9216.E 7 5.1% 

10 new Dropper/LineageHack.66560.C 6 4.4% 

합계합계합계합계    136136136136    100.0% 

[표1] 2007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111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피해피해피해    동향동향동향동향    

2007년 1월부터는 ASEC Report에 대한 피해 산출방식이 종래의 모든 고객 신고건수에 대

한 산출방식에서, 실질적인 고객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즉, 기존 피해신고방식은 바이럿(Win32/Virut)등의 바이러스의 신고가 동일 고객으로부터 자

동으로 신고될 경우 신고건수마다 피해신고로 접수되어 실질 피해고객수마다 많은 피해건수

가 산출되었으나, 변경된 통계산출방식은 동일한 바이러스 피해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악성코

드에 대해 접수된 피해건수는 1건으로 처리되므로 실질 고객 피해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좀 더 신뢰성 있는 악성코드 피해동향을 확인 할 수 있다.  

 

1월에는 통계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많은 악성코드들이 새로이 Top10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악성코드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작년에 피해가 많았던 바이럿(Win32/Virut)과 

트로이목마류가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트로이목마류는 Top 10내에 5종이 

자리하고 있다. 트로이목마를 드랍하는 드롭퍼까지 포함하면 총 6종이나 되어 현재의 주요 

악성코드들이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피해를 일으켰던 바이럿(Win32/Virut)은 순위가 한단계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변종이 출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델보이(Win32/Dellboy) 

바이러스도 새로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특이한 점은 확산력이 높은 메스메일러류의 악성코드

가 Top10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근래의 악성코드의 트랜드가 메스메일러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공격보다는 특정 사용자(게임, 인터넷 뱅킹 고객) 정보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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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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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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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7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그림2]에서와 같이 월별 피해신고건수는 통계 추출 방법의 변경으로 전년도와 비교가 무의

미하다. 향후 현재 통계 산출방식에 따른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전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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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2007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2007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2007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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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6년 2007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 

 

111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Top 10  Top 10  Top 10  Top 10 전파방법전파방법전파방법전파방법    별별별별    현황현황현황현황    

[표1]의 악성코드 피해 Top 10에서 확인된 악성코드는 [그림 3]를 통하여 전파 방법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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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1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1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1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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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7년 1월 악성코드 Top 10의 전파방법 별 현황 

 

1월에는 트로이목마류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그 뒤로 바이러스, 웜등이 Top 10

의 전파방법의 주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유해가능 프로그램이 Top10에 위치

한 것이며, 트로이목마의 한 형태로 상용, 프리웨어 프로그램에 기능을 악의적인 의도(백도

어, 무단 시스템 원격조정)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    된된된된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형유형유형유형    현황현황현황현황    

2006년 11월에 피해신고 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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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7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7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2007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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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7년 1월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전체 피해 신고에서의 악성코드 유형을 확인해보면, Top10의 악성코드 유형과 같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웜 등이 주요 악성코드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주요 악성코드 유형

인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웜에 대한 피해신고 비율을 따져보면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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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피해신고 비율2007년 1월 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피해신고 비율2007년 1월 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피해신고 비율2007년 1월 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피해신고 비율

9.81%9.81%9.81%9.81%

74.54%74.54%74.54%74.54%

15.65%15.65%15.65%15.65%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그림 5] 2007년 1월 웜, 트로이목마 피해신고 비율 

 

월별월별월별월별    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피해신고    된된된된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종류종류종류종류    현황현황현황현황    

[그림 6]은 1월에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변경된 통계산출 

방식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면 좀 더 상세한 피해 동향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월별 피해 신고 악성코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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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7년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종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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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국내국내    신종신종신종신종((((변형변형변형변형) ) ) )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발견발견발견발견    계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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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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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583 108 6 22 0 0 0 17 0 803 

[표1] 2007년 1월 유형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발견현황 

 

지난 1월에 발견된 신종 악성 코드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무려 47% 급증하였다. 악성코

드 유형별로 모두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트로이목마가 38% 증가, 

트로이목마를 설치하는 드롭퍼는 96% 급증, 대부분 동일한 변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이러스 역시 지난달과 비교하여 144% 증가하였다.  

 

증가에 원인이 되었던 악성코드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훔쳐내는 트로이

목마류 (드롭퍼 포함)가 지난달 보다 증가하였으며,스팸메일을 보내는 트로이목마도 지난달

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변형이 많은 에이전트류와 다운로더도 신종 증가에 큰 역

할을 하였다. 바이러스는 Win32/Dellboy 변형이 작년에 다수 제작된 Win32/Viking 변형만

큼이나 발견되어 피해를 입힌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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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13%

1%
2%3%

4%

4%

트로이목마

드롭퍼

웜(IRC)

웜(Mail)

파일 (바이러스)

유해가능

스크립트

 

[그림1] 1월 신종(변형) 악성코드 유형 

 

Win32/Dellboy 바이러스는 기존에 알려진 Win32/Viking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 파일의 

앞부분에 자신을 위치하고 파일명은 다르지만 desktop_.ini 파일을 만들고, 하드 디스크 이

미지 저장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증상, 공유 폴더로 자신을 전

파한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아이콘 리소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팬더곰이 향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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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모양을 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팬더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 발 웹 해킹의 주목적이기도 하며, 많은 변형이 발견, 보고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2007년도 월 발견 건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2007년년년년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게임게임게임게임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계정계정계정계정 탈취탈취탈취탈취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 추세추세추세추세

130

214

0

50

100

150

200

250

06년12월 1월

 

[그림2]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현황
1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노리는 트로이목마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

여 65% 정도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의 계

정을 훔쳐내는 트로이목마의 국내 유입이 눈에 띤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만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트로이목마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중국 또는 대만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악성코드로 

일반 사용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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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1111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통계통계통계통계    

[표1] 2007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신고 Top 10 

 

2007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3%

2%

1%

1%

1%

1%

1%

1%

76%

6.5%

6.5%

Win-Spyware/PWS.Lineage.45056.Q

Win-Dropper/PWS.Lineage.13665

Win-Spyware/PWS.Lineage.19154

Win-Dialer/Idialer.7168

Win-Spyware/Agent.32768.G

Win-Spyware/PWS.Matory.9216.B

Win-Spyware/Xema.35840.B

Win-Spyware/PWS.Matory.6656

Win-Spyware/PWS.Matory.66560

Win-Spyware/PWS.Lineage.45056.W

기타

 

[그림2] 2007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신고 Top 10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온라인게임 계정 유출 스파이웨어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PWS(Password Stealer) 계열의 스파이웨어가 피해 Top 10 중 

7개 올라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계정 유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순위 스파이웨어 명 건수 비율 

1 New Win-Spyware/PWS.Lineage.45056.Q 39 6.5% 

2 New Win-Dropper/PWS.Lineage.13665 39 6.5% 

3 New Win-Spyware/PWS.Lineage.19154 15 3% 

4 New Win-Dialer/Idialer.7168 9 2% 

5 New Win-Spyware/Agent.32768.G 7 1% 

6 New Win-Spyware/PWS.Matory.9216.B 7 1% 

7 New Win-Spyware/Xema.35840.B 7 1% 

8 New Win-Spyware/PWS.Matory.6656 6 1% 

9 New Win-Spyware/PWS.Matory.66560 6 1% 

10 New Win-Spyware/PWS.Lineage.45056.W 6 1% 

 기타 459 76.0% 

합계 6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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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피해 통계의 특이한 점은 아이다이얼러(Win-Dialer/Idialer.7168)가 피해 접수 9건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다이얼러는 성인 웹 사이트에 사용자 동의 없이 전화접속을 시

도하는 다이얼러이다. 아이다이얼러는 다운로더와 같은 악성코드에 의해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며,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다음 경로명과 같이 임시 폴더에 임의의 이름으로 생성된

다.  

 

%TEMP%\idd***.tmp.exe (***는 임의의 숫자 또는 문자열) 

※ %TEMP% 폴더는 시스템(혹은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Windows 9x/ME - C:\Windows\Temp 

Windows XP/NT/2000 - C:\Documents and Settings\%USER%\Local Settings\Temp 

 

2007년 1월에는 총 600건의 스파이웨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유형별 피해 현황은 

[표2]와 같다. 

 

스파이

웨어류 

애드웨

어 

드롭퍼 다운로

더 

다이얼

러 

클리커 익스플

로잇 

AppCare Joke 합계 

247 137 93 96 13 11 2 0 1 600 

[표2] 2007년 1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신고 건수 

 

온라인게임 계정 유출 스파이웨어의 영향으로 스파이웨어류의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애드웨어의 경우 전체 피해 건수 137건 가운데 29건이 허위 안티-스파이웨어에 의한 피해

로 그 비중이 약20%를 차지했다. 다운로더와 드롭퍼는 약 90건의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

되었다. 

 

1111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발견발견발견발견    현현현현황황황황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건수는 [표3], [그림2]와 같다. 

 

스파이

웨어류 

애드웨

어 

드롭퍼 다운로

더 

다이얼

러 

클리커 익스플

로잇 

AppCare Joke 합계 

62 38 29 42 4 6 2 0 1 184 

[표3] 2007년 1월 유형별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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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33%

21%

16%

23%

1%

0%
1%

2%

3%
스파이웨어류

애드웨어

드롭퍼

다운로더

다이얼러

클리커

익스플로잇

AppCare

조크

 

[그림2] 2007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비율 

 

[표3]과 [그림2] 2007년 1월 발견된 신종 및 변형 스파이웨어 통계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중의 스파이웨어류 발견 건수 62건 중에서 온라인게임 계정 유출 목적의 PWS(Password 

Stealer) 계열의 스파이웨어가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월 피해 통계와도 연관성

이 높다. 온라인게임 계정 유출 목적의 PWS 계열의 스파이웨어가 수 많은 변형이 계속 제

작, 배포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스파이웨어 피해 통계와 신종 통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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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1111월월월월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통계통계통계통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취약점이 발표되면 보안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아마도 

2002년경으로 생각되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하는 취약점이 악성코드에서 이용되기 시

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사용자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

의 개입 없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취약점을 이용하

는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또한 많은 수의 취약점이 보고되었다. 

[그림 1]은 MS 에서 발표한 지난 12개월 간의 취약점을 정리한 것으로 IE가 다른 군에 비

해 많이 보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E 취약점이 웹 해킹과 직결되어 악성코드에서 이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둘째 화요일에 발표된 MS 보안 패치는 총 4개이다. 4개중 3개가 오피스 제품군

의 취약점이며 MS07-004 인 IE VML 취약점은 이미 공격코드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이

를 이용한 악성코드가 감지되고 있다.  

공격대상 기준 2006년 2월 ~ 2007년 1월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

0

2

4

6

8

10

12

1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패
치

갯
수

시스템

IE

오피스

어플리케이션

서버

총수

 

[그림 1] 2006년 2월 ~ 2007년 1월 공격대상 기준 MS 보안 패치 현황  

 

단순히 2006년과의 객관적 지표로만 보면 연초보다는 중반 쯤에 보다 많은 취약점이 보고되

고 있다. 올해의 첫 시작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많지 않은 숫자에서 패치가 발표되었지

만 2007년 1월 발표된 MS 취약점 모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2007년에도 어플리케이

션 취약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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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ASEC Monthly ASEC Monthly ASEC Monthly ASEC Monthly TrendTrendTrendTrend  & Issue  & Issue  & Issue  & Issue    

((((1111))))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 Win32/ Win32/ Win32/ Win32/DellboyDellboyDellboyDellboy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변형변형변형변형    증가증가증가증가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해인사를 가장한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

다. 특히 메일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Win32/Stration.worm 과 Win32/Glowa.worm은 새해인

사와 국제적인 이슈를 제목과 본문으로 적절히 사용하여 대량으로 퍼졌다. 이러한 유형의 악

성코드로 인한 피해는 주로 국외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Win32/Dellboy 바이러

스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 인터넷 뱅킹을 노리는 중국산 악성코드도 발견 되었다. 이렇

듯 1월달에 있었던 주요한 이슈과 동향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 새해인사와새해인사와새해인사와새해인사와    국제적인국제적인국제적인국제적인    이슈를이슈를이슈를이슈를    가장한가장한가장한가장한    – Win32/Stration.wormWin32/Stration.wormWin32/Stration.wormWin32/Stration.worm & Win32/Glowa.wormWin32/Glowa.wormWin32/Glowa.wormWin32/Glowa.worm    

 

스트레이션 웜과 글로와 웜은 작년에 발견된 이메일 웜으로, 안티 바이러스 진단을 회피하는 

변형이 불특정 주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올해 발견된 이 웜들의 변형은 1월이라는 시기에 맞

게 새해인사를 가장한 변형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국제적인 이슈나 사건, 사고 등으로 위장

하여 사용자들에게 메일로 발송되기도 하였다. 특히 글로와 웜은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폭풍

우를 이용하여 ‘스톰’ 웜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    급격히급격히급격히급격히    증가한증가한증가한증가한    ---- Win32/Dellboy Win32/Dellboy Win32/Dellboy Win32/Dellboy    

 

Win32/Dellboy 바이러스 (이하 델보이 바이러스)는 Win32/Viking (이하 바이킹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며 델보이 바이러스 본체는 팬더 곰이 

향을 피우고 있는 아이콘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발견된 어떤 변형은 복주머니를 

얹은 황금돼지 아이콘을 갖는 것도 있었다. 바이킹 바이러스와 같은 전위형인 이 바이러스는 

실행파일을 감염 시키고 자신을 공유폴더 내에 복사본을 생성 및 실행파일을 감염 시킨다. 

바이킹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유입경로는 웹 해킹을 당한 사이트에 방문시 IE 취약점으로 

바이러스 원본이 다운로드되어 실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유 폴더를 이용하여 내

부 네트워크로도 전파되어 기업 환경에서 감염시 확산이 빠른 편이다. 

 

►►►►    리얼리얼리얼리얼    머니를머니를머니를머니를    노리는노리는노리는노리는    –––– Win Win Win Win----Trojan/BaTrojan/BaTrojan/BaTrojan/Bankinkinkinki 

 

지금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악성코드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탈취 하였다. 그

러나 이번에 발견된 Win-Trojan/Banki(이하 뱅키 트로이목마) 트로이목마는 국내 인터넷 

뱅킹시 필요한 공인 인증서 파일을 훔쳐내고 가짜 은행 사이트를 보여주는 증상이 존재 하

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악성코드가 제작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하겠다. 이 악성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월호 테크니컬 칼럼에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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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을스팸메일을스팸메일을스팸메일을    보내는보내는보내는보내는    –––– Win Win Win Win----Trojan/RustockTrojan/RustockTrojan/RustockTrojan/Rustock 

 

Win-Trojan/Rustock (이하 러스톡 트로이목마) 트로이목마는 완벽한 은폐기법으로 유명한 

악성코드이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사용자는 안티 바이러스와 개인 방화벽 제품을 사용

하고 있더라도 완벽한 은폐기법으로 인하여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러스톡 트로이목마는 우선 TCPIP.sys 와 NDIS.sys 의 특정 코드를 후킹하여 자신의 외부접

속을 개인 방화벽 제품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을 윈도우 NTFS 파일 형

태인 경우 ADS (Alternate Data Stream)에 자신을 숨기고 ADS를 검색하는 툴이 자신을 검

색해내지 못하도록 은폐한다. 또한 부팅시마다 서비스로 동작하게 하는 레지스트리 키값 역

시 은폐를 해둔다. 러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러스톡 트로이목마는 이러한 이유로 완

벽한 스팸 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감염되면 존재를 알아 차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이 악성코드가 알려진 후 각 안티 바이러스 업체들로부터 분석되면서 서서히 그 모습

이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안철수연구소 역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러스톡 트로이목마 전용백신을 공개하였다. 전용백

신은 러스톡 트로이목마의 은폐기법을 완벽히 무력화 시키며 파일 검사엔진은 알려진 변형

은 모두 진단 되도록 구현되었다. 자신의 시스템에서 자꾸 메일이 발송된다고 IT 부서에서 

통보를 받았다면 안철수연구소의 러스톡 트로이목마 전용백신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그 만큼 러스톡 트로이목마는 감염된 경우 사용자가 감염여부를 스스로 인지

하기 어렵다. 러스톡 트로이목마 전용백신은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코너의 ‘전용

백신’ 페이지에서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럽지역 최대의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판매중인 네비게이션 제품에 윈도우용 악성코드가 발

견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것은 과거 유사 사례에도 있었던 것처럼 네비게이션용 악성코

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단계에서 윈도우용 악성코드가 복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유사한 사례로 MP3 플레이어에서도 악성코드가 담긴 채 출하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단

순히 사람의 실수 등으로 악성코드가 복사된 채로 나간 것에 불과하지만 네비게이션 및 

PDA와 같은 핸드헬드 기기들은 PC와 동기화 되는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악성코드가 복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악성코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심비안 OS를 채용

하는 휴대폰에서는 이러한 동기화 과정 중에 메모리 카드나 휴대폰의 저장공간에 악성코드

가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다. 윈도우 CE 및 심비안 OS와 같은 핸드헬드 기기의 표준 OS가 

자리잡아 갈 수록 위험에 노출될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들의 감염경

로는 PC와 마찬가지로 트로이목마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기기에서 사용하는 프

로그램들은 정품을 사용하고 공개용 프로그램은 신뢰 할 수 있는 곳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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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경로로경로로경로로경로로    감염되는감염되는감염되는감염되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코드코드코드코드    

 

인터넷 사용자의 최대 관심사인 되어버린 UCC(User Created Contents)에 대한 열풍은 이

미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소수의 우수한 정보 제공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공유

하던 형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안철수연구소에서는 “2007년도 10대 보안 트렌드 예측
1
”에 “UCC 경유한 악성코드 유

포”라는 제목으로 UCC가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를 반

영하듯 UCC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사용자를 속여 사용자의 실수를 유도

하고 제작자가 유도한 대로 파일을 받아 실행할 경우 스파이웨어가 설치되는 웹사이트가 발

견되었다. 

 

 

[그림1] YouTube를 사칭한 사이트 

                                            
1
 

http://info.ahnlab.com/ahnlab/report_view.jsp?num=588&email_nm=securityletter158&tar

get_page_nm=ab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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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인지도가 높은 UCC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를 손쉽게 속여서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염된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후 실행된 스파이웨어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사용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악성코드 제작자가 유도하는 데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가 감염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한 풍선 도움말을 출력시키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작페이지를 변경한다. 이

와 같이 스파이웨어 제작자는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기 위해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선택하는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2]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다는 허위 메시지 

 

[그림3]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다는 IE 시작페이지 

 

얼마 전부터 스파이웨어는 코덱(Codec)을 사칭한 프로그램으로 유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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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공학적 기법은 오래 전부터 암호 해독 등 다양한 곳에서 악용되어 왔고, 보안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회공학적 기법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사용자들이 속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스파이웨어를 유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데이

터를 8개의 비트 단위로 처리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ASCII 문자열 코드는 128개의 

가능한 문자조합을 제공하는 7비트 부호로 최상위 비트는 패리티 비트나 특정 문자로 사용

된다. 

HTML 문서를 작성할 때 문자열 코드(charset)를 US-ASCII로 설정할 경우 인터넷 익스플

로러는 1바이트 중 7 비트만을 해석하고 최상위 비트는 무시한다. 따라서 최상위 비트를 1

로 세팅하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문자로 표

시되지만 해석하여 실행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림4] 인코딩된 문자열 

 

[그림4]의 인코딩된 문자열을 디코딩 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비트를 0으로 세팅하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열로 디코딩 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림5]와 같이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HTML 페이지는 MS06-014
1
 취약점을 이용하여 특정 URL의 실행파일을 다

운로드하는 스파이웨어로 사용자 동의 없이 스파이웨어를 다운로드 하여 실행하여 사용자 

PC는 감염된다. 

                                            
1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security/bulletin/MS06-014.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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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ASCII 변조는 분석가의 분석을 까다롭게 만들 뿐 아니라 별도의 디코더 없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악성코드 개발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방법으로 자

주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5] 디코딩된 문자열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는 경로로 위에서 소개한 사회공학적 기법과 ASCII 취약점을 이용한 

기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웜(Worm)에 의해 스파이웨어가 다운로드 되기도 하여 스파이웨어 

감염 경로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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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    MS07MS07MS07MS07----000004 04 04 04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    취약점의취약점의취약점의취약점의    보안보안보안보안    위협위협위협위협    

 

어느덧 2007년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을 돌이켜 보면 제로데이의 공격

코드의 증가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을 이용한 위협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IE 취약점을 이용한 웹 해킹의 증가도 주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07년에도 이러

한 현상은 계속 유지되리라 보이며 2007년의 새해 첫 보안 취약점의 주요 이슈들은 무엇인

지 살펴보겠다.  

 

2007년 첫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안취약점은 총 4개로 이중 MS07-004 VML 

(Vector Markup Language) 취약점은 이미 공격코드가 공개되었고 몇몇 웹페이지에서 이용

되는 것이 모니터링되어 앞으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아직 

MS 사의 1월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패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외 애플사의 퀵타임이 조작된 RTSP URL 을 처리하는 과정에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것 또

한 공격코드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험등급 취약점 공격코드 

유/무 

MIDDLE Intel Centrino ipw2200BG Wireless 드라이버 오버플로우 취약점 유 

HIGH VML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MS07-004) 유 

HIGH 애플 QuickTime RTSP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  유 

MIDDLE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MS07-002) 무 

  

 

MS06MS06MS06MS06----004 VML 004 VML 004 VML 004 VML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VML 취약점은 1월9일 MS07-004 취약점 패치가 발표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16일과 

17일에 각각 공격코드가 공개되었다. 해당 취약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원하는 

VML(Vector Markup Language)컴포넌트 상에서 발생하는 Integer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다.  

이것은 메모리 할당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입력 값이 Vgx.dll 파일 상에서 올바르게 

검사되지 않아 Integer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한된 메모리 외의 공간에 데

이터를 덮어쓰기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취약점을 이용하게 되면 공격자는 원

격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html xmlns:v="urn:schemas-microsoft-com:vml"> 
<head><object id="VMLRender" classid="CLSID:10072CEC-8CC1-11D1-986E-00A0C955B42E"></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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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v\:* { behavior: url(#VMLRender); }</style> 
</head><body> 
<v:rect style='width:120pt;height:80pt' fillcolor="red" > 
<v:recolorinfo recolorstate="t" numcolors="1"> 
<v:recolorinfoentry tocolor="rgb(1,1,1)" recolortype="1285" 
lbcolor="rgb(1,1,1)" forecolor="rgb(1,1,1)" backcolor="rgb(1,1,1)" 
fromcolor="rgb(1,1,1)" lbstyle ="32" bitmaptype="3"/> 
<v/recolorinfo> 
</body></html> 
 

위 코드는 정상적인 VML 코드의 한 예이며 ‘numcolors’ 가 이번 취약점의 원인이 되고 있

다. ‘numcolors’ 값은 뒤이어 표시된 ‘recolorinfoentry’ 의 엔트리 수만큼 정의되는데 이렇

게 입력된 값의 정의된 크기만큼의 메모리가 할당된다.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는  

‘recolorinfoentry’ 에 해당하는 Color 데이터 정보가 복사된다. 이 값들을 조작하여 취약점

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미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웹 사이트에서

는 [그림 1]과 같은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여 웹 해킹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 MS07-004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 

    

    TCPTCPTCPTCP    포트포트포트포트    2967 2967 2967 2967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트래픽트래픽트래픽트래픽    증가증가증가증가    

 

2006년 12월 말부터 시작하여 TCP/2967 번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이 감지되었

다. 특히 1월달에는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안철수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위협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서도 상위 랭킹을 차지할 만큼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안

철수 연구소에서 감지되는 TOP5 의 포트는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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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포트번호 프로토콜 

1 위 135 TCP 

2 위 139 TCP 

3 위 1433 TCP 

4 위 2967 TCP 

5 위 22 TCP 

[표 1] 공격대상 포트 순위 

 

135,139 포트번호는 DCOM, LSASS 와 같은 취약점으로 인해 그 수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1433 번은 SQL 서버의 취약점 또는 관리자 암호 사전대입(Brute Force) 공격

을 하는 코드로 판단된다. 또한 SSH(Secure Shell) Daemon에 사용되는 22 번 포트에 대한 

사전 대입 공격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상위로 랭크되고 있는 것들이 악성코드에 의

해 발생되는 공격 트래픽 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월부터 증가한 TCP/2967 번은 시만텍사의 제품 취약점을 이용하는 악성코드의 등장에 따

라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시만텍의 제품인 Antivirus Corporate Edition 10.1 과 Client 

Security 3.1 의 제품이 스택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06년에 보고되었다. 

해당 제품이 이 포트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악성코드에서도 공격코드를 내포하고 있음이 확

인될 수 있었다. [그림2]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Win32/Sagevo.worm으로 진단하고 있는 악

성코드의 코드 일부분이다.  

 

[그림 2] Win32/Sagevo.worm의 코드 

 

0B97 이 포트번호 2967을 뜻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3]은 실제 전달되는 공격코드의 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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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in32/Sagevo.worm의 공격코드 

 

이와 같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방화벽을 설치하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특정 포트 이외에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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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ASECASECASECASEC    컬럼컬럼컬럼컬럼        

((((1111)))) ASECASECASECASEC이이이이    돌아돌아돌아돌아본본본본    추억의추억의추억의추억의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 : : 매크로매크로매크로매크로    바이러스의바이러스의바이러스의바이러스의    진화진화진화진화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는 사람에 의해 제작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매크로 바이러스는 최초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제작자의 손을 떠나서도 몇 차례에 걸쳐 진

화하였다. 이는 새로운 오피스가 등장하고 하위 호환성을 가지면서 새롭게 파일 포맷이 변경

되기 때문이다. MS 오피스 매크로 바이러스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7년 1월 16일 

오피스 97의 등장으로 한 차례 진화 한다. 

 

오피스 97은 VBA5(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5)을 포함하고 있다. 워드 6.0과 워드 7.0

의 워드 베이직은 각 언어별로 명령어가 달랐다. 즉, 영문 워드에서 작성된 매크로는 스페인

어나 독일어 워드에서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초기 매크로 바이러스는 언어별로 다르게 제

작 되어야 했다. 따라서 한국 같이 워드의 사용자가 적고 워드 사용자도 대부분 영어로 작성

된 워드 매크로 바이러스로부터 비교적 안전 할 수 있었다. 

 

오피스 97은 기존에 워드 베이직으로 작성된 매크로를 자동으로 오피스 97의 워드 8.0으로 

변환하였고, 악성 매크로도 오피스 97에서 동작하도록 변환되었다. 다행히 매크로 바이러스

의 심각성을 인식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워드 매크로 바이러스 제작에 이용되는 워드 베이

직 명령에 제한을 둬 기존 워드 바이러스는 워드 97에서 VBA로 변환되어도 바이러스 활동

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오피스 95에서 VBA가 제공되는 엑셀 매크로 바이러스들은 

아무 문제 없이 엑셀 97 매크로 바이러스로 변환되었다. 백신에 새롭게 진단 기능을 넣지 

않은 이상 기존 워드 매크로 바이러스가 오피스 97 문서로 변환된 문서에서 바이러스를 진

단할 수 없었다. 오피스 97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VBA를 이용해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워드, 엑셀, 파워 포인트 등 여러 오피스 문서를 감염시키는 통합 바이러스를 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매크로 바이러스 때문에 오피스의 매크로를 제한하는 오피스 2000 서비

스 팩과 오피스 2003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어 백신이 악성 매크로 바

이러스 진단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오피스 2007은 기존과 다른 파일 형태를 가지고 

매크로를 포함하는 문서는 별도의 파일명을 갖는 등 또 한번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거의 

멸종한 악성 매크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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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뱅킹뱅킹뱅킹뱅킹    이체를이체를이체를이체를    노린노린노린노린 Banki  Banki  Banki  Banki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    

 

2007년 1월 19일 금요일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로 하나의 샘플이 분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분석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의 

또 다른 변형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분석 과정 중 이 트로이목마는 사이버머니 탈취 목적 

외에 국내 대표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이용되는 계정,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비

밀번호를 훔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 * * 설치설치설치설치    과정과정과정과정    

 

Win-Trojan/Banki.61440
1
 명명된 트로이목마는 UPX로 실행압축 되어 있으며, 실행 시 사

용자 시스템의 윈도우 폴더에 SVCH0ST.EXE(61,440 바이트)를 복사한다. Win-

Trojan/Banki.61440은 특정 백신 제품에 대한 강제종료, 윈도우 시스템 부팅 시 자신을 자

동실행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등록 및 aer4532gxa.dll(101,376 바이트) 파일을(V3에서 Win-

Trojan/Banki.101376으로 진단) 윈도우 시스템폴더에 생성, 실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강제 종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중국 킹소프트사의 KVMonXP.KXP 프로세스이며 다음 레지

스트리 값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등록하여, 윈도우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n\Windows "load"  

Data: "C:\WINDOWS\SVCH0ST.EXE"        

    

Win-Trojan/Banki.101376로 진단하는 트로이목마는 드롭퍼(Dropper) 역할을 하는 트로이

목마 Win-Trojan/Banki.61440에 의해 생성된 라이브러리 파일이며, 생성하는 위치는 윈도

우 시스템폴더이고, aer4532gxa.dll(101,376 바이트)라는 이름을 갖는다.  

 

Win-Trojan/Banki.101376는 볼랜드 델파이(Borland Delphi)로 제작되었고, bbb와 nnnnn이

라는 이름의 두 개의 함수를 익스포트(Export)하고 있다. 이 중 실제 악의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함수는 bbb이며, 해당함수에서는 사용자 시스템의 호스트파일 변경과 인증서관련 파일

의 유출, 사용자 키보드, 마우스 입력 값 후킹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nnnnn 함수에

는 bbb함수에서 수행한 후킹 관련 작업들을 해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 * * * 악의적악의적악의적악의적    기능기능기능기능    

 

실제 핵심적인 기능은 Win-Trojan/Banki.101376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은 다음

                                            
1
 http://info.ahnlab.com/smart2u/virus_detail_6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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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1) 사용자 시스템의 호스트파일 변경 

 

공격자는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 시스템의 호스트파일을 변

경한다. 이러한 호스트파일의 변경은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 시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

닌 공격자가 설정한 IP주소로 접속을 유도하게 된다. Win-Trojan/Banki.101376는 이러한 

악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싱사이트(허위 인터넷뱅킹관련 

사이트) 에 대한 IP정보를 얻어온다. 

- http://www.goodgoodstudydaydayup.com/inc/images/inc/kr.asp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얻은 피싱사이트 IP주소를 통해 사용자 시스템의 호스트파일을 아

래와 같이 변경한다. (‘x’는 피싱사이트 IP주소임)  

  

xxx.xxx.xxx.xxx ibn.kbstar.com  

xxx.xxx.xxx.xxx banking.nonghyup.com  

xxx.xxx.xxx.xxx bank.nonghyup.com 

 

이때, Win-Trojan/Banki.101376는 기존의 호스트파일의 내용을 모두 삭제한 후 이러한 변

경작업이 수행함으로 기존의 내용으로 호스트파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수동조치

가 필요하다. 사용자 시스템의 호스트파일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 Windows XP일 경우: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  

- Windows 98일 경우: C:\windows\hosts  

- Windows 2000/NT일 경우: C:\WINNT\system32\drivers\etc\hosts 

 

호스트파일 변경작업을 SetTimer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Win-

Trojan/Banki.101376가 치료되지 않고 동작중인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복원한 호스트파

일은 일정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변경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변경된 호스트 파일은 사용자가 아래의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관련 사이트 접속 시 피싱사

이트로 접속하게 한다.  

 

- http://ibn.kbstar.com/quics 

- http://bank.nonghyup.com 

- http://banking.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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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rojan/Banki.101376는 사용자가 위의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관련 사이트에 접속 시, 

아래의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  

 

- http://피싱사이트 IP주소/test/cuowu1.html 

 

(2) 인터넷뱅킹관련 인증서파일 유출 

 

Win-Trojan/Banki.101376는 사용자 시스템의 키보드, 마우스 입력값을 후킹하여 인터넷 뱅

킹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유출하는 악의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용자 시스템에 저장된 인증서관련 파일들을 유출하는 특징을 갖는다. 만약, 해당 사용자의 

유효한 인증서 파일이 유출될 경우, 공격자는 사용자의 인터넷뱅킹 계좌에 대한 조회작업뿐

만 아니라 계좌이체 등 모든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인증서 파일을 유출하는 과정은 사용자 시스템의 아래의 폴더를 검색하여 인증서관련 파일

들을 압축하여 특정 사이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Program Files\Npk  

C:\Program Files\Npki\ 

 

이러한 인증서 파일들은 npki.cab로 압축하여, 아래 사이트로 전송된다. 

 - http://www.goodgoodstudydaydayup.com/inc/images/inc/upfile.asp 

 

(3) 사용자 시스템의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값 후킹 

 

Win-Trojan/Banki.101376는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XPLORER.EXE) 실행 시 아래

의 클래스들을 후킹하고 있다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값을 

가로채는 기능을 수행한다. 

 

- Internet Explorer_Server 

- IEFrame 

 

이때, Win-Trojan/Banki.101376에서 가로채는 키보드 입력값은 인터넷 뱅킹 관련 사이트뿐

만 아니라 게임관련 사이트도 포함한다. 해당 게임사이트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로 추정되며, 공격자는 이를 통해 얻은 게임관련 사이버머니를 가로채는 

악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Win-Trojan/Banki.101376에서 키보드, 마우스 입력값을 가로채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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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Win-Trojan/Banki.101376에서 가로챈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로 유출 되는

는 것으로 추정된다. 

 

- 게임관련 정보유출 사이트 

- http://www.sd.com/sendmail.asp?tomail=nm@163.com&mailbody= 

 

- 인터넷뱅킹관련 정보유출 사이트 

http://www.goodgoodstudydaydayup.com/inc/images/inc/sendmail.asp?ax=&mailbody= 

 

(4) 목적은 역시 돈! 

 

이상으로 Win-Trojan/Banki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기법상으로는 기존의 게임 계정 

탈취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 국내 대표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기 위해 제작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 십 개의 시큐리티카

드 번호 중 몇 개만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유도하므로 실제 자금 이체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테스트 목적일 수도 있지만 정보를 빼돌리는 곳은 타이완으로 알려졌으

며 타이완의 게임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타이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의 도움이나 국내 

범죄조직과의 직간접적인 연관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이버 머니 이던 실제 돈이던 악성코드 제작자의 목표는 돈이며 돈을 목표로 하면 재미로 

악성코드를 만드는 것 보다 더 집요해 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대만인으로 구성된 전

화사기가 극성일 때 발생했다. 이제 전화뿐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사기를 당하지 않게 사용자

는 인터넷과 전화에서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 게임관련 사이트 

http://tw.gashcard.gamania.com 

 

- 인터넷뱅킹관련 사이트 

http://ibn.kbstar.com/quics 

http://bank.nonghyup.com 

http://banking.nonghy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