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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의 시큐리티대응센터(AhnLab Security Emergency response Center)

는 악성코드 및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바이러스 분석 

및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 리포트는 ㈜안철수연구소의 ASEC에서 국내 인터넷 보안과 관련하여 보다 다

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바이러스와 시큐리티의 종합된 정보를 매

월 요약하여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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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ASEC ASEC ASEC ASEC 월간월간월간월간    통계통계통계통계    

(1)(1)(1)(1) 111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통계통계통계통계    

 

순위순위순위순위    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    건수건수건수건수    %%%%    

1 new Win-Trojan/Downloader.16384.FS 267 16.6% 

2 new Dropper/OnLineGameHack.17143 183 11.4% 

3 new Dropper/OnLineGameHack.17412 179 11.1% 

4 new Dropper/OnLineGameHack.17799 178 11.1% 

5 new Win-Trojan/KorGameHack.16121.D 169 10.5% 

6 new Dropper/OnlineGameHack.17632 148 9.2% 

7 new Dropper/OnlineGameHack.17419 138 8.6% 

8 new Dropper/OnLineGameHack.16767 129 8.0% 

9 new Win-Trojan/KorGameHack.16972 113 7.0% 

10 new Dropper/OnLineGameHack.16531 103 6.4% 

합계합계합계합계    1,6071,6071,6071,607        

[표 1-1] 2008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2008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에 랭크 된 피해 건수는 1607건으로 1월 한달 총 피해건

수(8948건)의 약 18%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1월은 대학입시 종료, 방학 등으로 인하여 그간 

PC 이용에 제약을 받던 10대들의 PC 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

다. 여기에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양적인 발전과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더해지고, 온라인게

임을 이용하는 유저들 간에 이뤄지는 현금을 이용한 아이템 거래 등의 신문화가 창조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리스트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간에 보아오던 리스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Win-Trojan/Downloader.16384.FS를 제외하

고 나머지 9개 악성코드가 모두 국산 온라인게임 관련 정보취득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대부

분 중국에서 제작된 이를 악성코드가 유독 이기간에 대량으로 제작되어 유포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통계에 기반하여 유추해 볼 때 악성코드의 대량 생산보다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잠시 언급한 한국에서의 교육문화와도 관련 있음을 말

해 주는 것이며, 추후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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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8년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 

 

온라인게임관련 악성코드가 Top10을 이루며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높여가는 동안 눈에 보

이지 않는 곳에서는 USB나 네트워크를 통해 설치되는 Autorun 관련 악성코드가 꾸준하게 

제작, 유포되고 있다. 이미 ASEC 리포트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 Autorun 관련 

악성코드는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근 3개월간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월 

80건 이상씩 진단값이 추가되고 있으며, 고객을 통한 피해신고 역시 월 200여건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utorun관련 최근 3개월간 신고현황Autorun관련 최근 3개월간 신고현황Autorun관련 최근 3개월간 신고현황Autorun관련 최근 3개월간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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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utorun 관련 최근 3개월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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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저장장치의 용량증가, 가격인하 등의 이유로 USB를 이용한 자료의 백업 및 자료전송

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요즘, Autorun 관련 악성코드를 비롯하여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

어가는 악성코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백업된 자료 및 PC내 존재하는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11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피해피해피해 Top 10 Top 10 Top 10 Top 10의의의의    유형별유형별유형별유형별    현황현황현황현황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유형별 현황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유형별 현황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유형별 현황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유형별 현황

드롭퍼
66%

트로이목마
34%

 

[그림 1-3] 1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유형별 현황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시키기 위해 제작된 악성코드 중 유독 드롭퍼(Dropper)가 

더 많이 발견된 1월이었다. 단순히 1,2개의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유출을 하

고자 했던 방식이 진화하여 다량의 악성코드를 설치 가능하게 하는 드롭퍼가 더 많이 발견

되었다는 부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유출 이외의 목적이 존재할 수도 있고, 관련 제

작 툴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3개월동안 50% 이상

을 차지하던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의 피해가 줄었다기 보다는 드롭퍼의 피해가 늘었다고 보

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 둘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악성코드이므로 추후 변화에 대해 관심있

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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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근 3개월간 악성코드 피해 Top 10 유형별최근 3개월간 악성코드 피해 Top 10 유형별최근 3개월간 악성코드 피해 Top 10 유형별최근 3개월간 악성코드 피해 Top 10 유형별

00 0 00 0 00 0 0

10

3

5

7

5

0

2

4

6

8

10

12

11월 12월 1월

트로이목마

드롭퍼

웜

바이러스

스크립트

 

[그림 1-4] 최근 3개월간 악성코드 피해 Top 10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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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7,2008년 월별 피해신고 건수 

    

최근 3개월간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으로 비교해 볼 때 2008년 1월은 2007년 최대치였던 

2007년 11월의 접수 건보다 2,400여건 이상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 1-2]. 각각 항목

별로 살펴보면 트로이목마와 드롭퍼에 대한 신고건수가 1000여건 이상씩 증가하였고, 바이

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악성코드들도 각각 소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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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111 월월월월    12121212 월월월월    1111 월월월월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    4444 4201 5844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29 19 15 

드롭퍼드롭퍼드롭퍼드롭퍼    1469 493 2271 

유해가능유해가능유해가능유해가능    131 209 225 

스크립트스크립트스크립트스크립트    151 128 317 

웜웜웜웜    230 302 274 

TotalTotalTotalTotal    6454 5352 8946 

 [표 1-2] 최근 3개월 악성코드 유형별 피해신고건 수 현황 

 

2008년 1월 유형별 피해신고 건수2008년 1월 유형별 피해신고 건수2008년 1월 유형별 피해신고 건수2008년 1월 유형별 피해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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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08년 1월 악성코드 유형별 피해신고 건 수 

 

피해피해피해피해    신고된신고된신고된신고된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형현황유형현황유형현황유형현황    

  11111111 월월월월    12121212 월월월월    1111 월월월월    

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트로이목마    1439(79.5) 1596(79.68) 1590(77.2)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3(0.17) 4(0.20) 1(0.0) 

드롭퍼드롭퍼드롭퍼드롭퍼    156(8.62) 178(8.89) 249(12.1) 

유해가능유해가능유해가능유해가능    76(4.2) 69(3.44) 65(3.2) 

스크립트스크립트스크립트스크립트    40(2.21) 32(1.60) 41(2.0) 

웜웜웜웜    96(5.3) 124(6.19) 113(5.5) 

TotalTotalTotalTotal    1810(100) 2003(100) 2059(100) 

[표 1-3] 최근 3개월 악성코드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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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8년 1월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현황 

 

 [그림 1-6]과 [표 1-2]에서 보여지는 악성코드별 피해신고 건 수와 [그림 1-7]과 [표 1-

3]에서 보여지는 악성코드 유형별 신고현황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실제 피해신고 건 수

가 증가하였으나, 발견된 악성코드 유형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2008년 1월 통계를 추출

하는 기간 동안의 PC이용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롭퍼의 경우 8% 전후의 점유율을 보여왔으나 2008년 1월에는 12%를 차지하고 있

어 그 양적인 증가와 함께 수적인 증가도 함께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웜과 스크립트의 경우 그래프 및 수치상으로는 큰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항상 꾸준

한 수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설치시 트로이목마 나 드로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가

져올 수 있으므로 PC사용자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Autorun.worm 과 

VBS/Solow에 대해서는 안철수연구소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PC

사용자들 역시 주의를 기울여서 USB를 이용한 자료전송, 공유에 좀 더 유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연구소로 신고하여 조치 받을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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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국내국내국내    신종신종신종신종((((변형변형변형변형) ) ) ) 악성악성악성악성코드코드코드코드    발견발견발견발견    피해피해피해피해    통계통계통계통계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 (변형) 악성코드의 건수 및 유형은 [표 1-4], [그림 1-8]과 같

다. 

 

        웜웜웜웜    트로이트로이트로이트로이    드롭퍼드롭퍼드롭퍼드롭퍼    스크립트스크립트스크립트스크립트    파일파일파일파일    매크로매크로매크로매크로    부트부트부트부트    부트부트부트부트////파일파일파일파일    유해가능유해가능유해가능유해가능    비윈도우비윈도우비윈도우비윈도우    합계합계합계합계    

11111111 월월월월    24 406 62 1 1 0 0 0 22 1 517 

12121212 월월월월    26 387 80 1 5 0 0 0 9 0 508 

01010101 월월월월    47 471 107 2 1 0 0 0 8 0 636 

[표 1-4] 최근 3개월간 유형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발견 현황 

 

이번 달 악성코드는 2008년을 시작하는 한 달로의 의미도 있지만 악성코드가 전월 대비 

25% 나 증가 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훔쳐내는 악성코드의 증가와 

Win32/Zhelatin.worm (이하 젤라틴 웜) 변형의 증가가 눈에 띤다. 다음은 이번 달 악성코드 

유형을 상세히 분류 하였다. 

 

1 월월월월 신종신종신종신종(변형변형변형변형)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형유형유형유형

75%

0%
0%

17%

4%
2% 1% 1% 0%

트로이목마

드롭퍼

웜(Mail)

웜(IRC)

유해가능

웜(AutoRun)

웜(MSN)

스크립트

파일 (바이러스)

 

 [그림 1-8] 2008년 01월 신종 및 변형 악성코드 유형 

 

이번 달 역시 다양한 형태의 악성코드가 보고 되었다. 특히 MSN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을 

전파하는 Win32/MsnBot.worm 변형 몇 개가 발견 보고 되었다. 발견 건수는 작지만 메신저

가 실시간으로 동작하기에 전파가 되면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 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높다 하겠다. 그리고 이동식 저장장치에 자신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Win32/AutoRun.worm도 꾸준히 발견, 보고 되었다. 악성 IRCBot 웜은 전월과 대비하여 별

차이 없는 발견수를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는 1종이 보고 되었으며 Win32/Sality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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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으로 발견, 보고되었다. 유해가능 프로그램 FTP 데몬 또는 해킹관련 도구들로 보고 되

었다. 

 

이번 달은 1종의 바이러스가 발견, 보고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Win32/Kashu 

 

앞서 밝혔듯이 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알려진 Win32/Sality 바이러스의 변형이나 그 변형 정

도가 심하여 다른 이름으르 명명하였는데 타사 역시 같은 진단명을 사용중에 있다. 이 바이

러스에 대한 설명은 Trend  & Issue 에서 정리 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1 월에 증가 및 감소한 주요 악성코드 유형에 대한 현황이다. 

 

2008년년년년 01월월월월 증가증가증가증가 및및및및 감소감소감소감소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유형유형유형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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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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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트로이목마 드롭퍼 웜

12월 01월

 

[그림 1-92] 2008년 01월 감소 및 증가 악성코드 유형 

 

이번 달은 위 3개의 악성코드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악성코드 발견수가 증가 하였다.  특

히 트로이목마는 22% 증가했고, 드롭퍼는 34%, 웜은 81% 증가 하였다. 트로이목마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훔쳐내는 악성코드를 제외한다면 Win-Trojan/Autorun 또는 

Win-Trojan/Downloader 등이 많이 발견/보고 되었다. 또한 트로이목마중 Win-

Trojan/Rootkit으로 명명된 것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일부 트

로이목마로부터 생성 경우이다. 이 악성코드는 커널 드라이버로 형태로 일부 안티 바이러스

와 같은 보안 제품을 무력화 시키도록 제작되었다. 사용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생성된 후 

자신을 메모리에 로드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기 때문에 발견 하기가 어렵다. 

 

다음은 트로이목마 및 드롭퍼의 전체 비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 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

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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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년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악성코드 추세2007, 2008년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악성코드 추세2007, 2008년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악성코드 추세2007, 2008년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악성코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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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0]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현황
1
 

 

해당 악성코드는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 물론 해당 악성코드는 작년에 주

춤 했던 달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악성코

드는 추세는 증가 중에 있으며, 특히 올 1월에 발견된 수치는 전월 대비 33%나 증가하여 

작년 한 해의 어느 달 보다 많다. 국내 온라인 게임 보다는 중국어 언어권 게임이 노리는 형

태가 많다라는 사실과 중국 및 대만 내 인터넷 사용자 증가와 게임 이용자 증가율이 악성코

드 증가율과 비례 한다는 것이 이러한 증가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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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2)(2)(2) 1111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통계통계통계통계    

    

1111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피해피해피해피해    현황현황현황현황    

 

순위 스파이웨어 명 건수 비율 

1 New Win-Downloader/Contera.184320 86 22% 

2 New Win-Downloader/BHO.Upmachines.159744 80 15% 

3 New Win-Downloader/Livecheck.84992 73 11% 

4 New Win-Adware/CleanSearch.81920 70 9% 

5 New Win-Adware/CashBackNara.86528 58 9% 

6 ↓3 Win-Adware/Agent.299008 54 8% 

7 New Win-Spyware/HideProc.43008 44 7% 

8 New Win-Downloader/Rogue.ViKill.680448 43 7% 

9 New Win-Downloader/AdminMark.418304 39 6% 

10 New Win-Downloader/AdminMark.416768 38 6% 

합계 585  

[표 1-5] 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7%

6%

22%

15%

11%

9%
9%

8%

7%

6% Win-Downloader/Contera.184320

Win-Downloader/BHO.Upmachines.159744

Win-Downloader/Livecheck.84992

Win-Adware/CleanSearch.81920

Win-Adware/CashBackNara.86528

Win-Adware/Agent.299008

Win-Spyware/HideProc.43008

Win-Downloader/Rogue.ViKill.680448

Win-Downloader/AdminMark.418304

Win-Downloader/AdminMark.416768

 

[그림 1-11] 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2008년 1월 스파이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총 2083건으로 지난 달인 2007년 12월의 1413에 

비해 약 600건 증가하였다. 이 중 스파이웨어 피해 상위 Top 10의 피해 신고 건수가 585건

으로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스파이웨어 피해 상위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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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이 국내 애드웨어 및 이와 관련된 다운로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제작되는 스파이웨어는 악성코드화 되는 경향이 있다. 안티디버깅, 프로세스 

숨김 등의 사용자를 속이고 보안 프로그램의 진단을 회피하기 위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작 배포되는 스파이웨어의 증가와 함께 이들 기능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제

작 배포되는 스파이웨어보다 국내제작 스파이웨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피

해신고 상위 Top10의 9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운로더 어드민마크(Win-

Downloader/AdminMark)의 경우 악성코드 분석도구를 무력화하고 디버깅을 어렵게 하는 

프로텍터를 적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의 진단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도 여러 변형

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08년 1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현황은 [표 1-6]과 같다. 

 

 스파이

웨어류 

애드웨

어 

드롭퍼 다운로

더 

다이얼

러 

클리커 익스플

로잇 

AppCare Joke 합계 

11월 480 354 147 525 3 25 1 0 0 1535 

12월 325 446 164 461 4 8 4 0 1 1413 

08’1월 268 556 117 1134 4 4 0 0 0 2083 

[표 1-6] 2008년 1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건수 

 

2008년 1월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다운로더 콘테라(Win-

Downloader/Contera.184320)는 제어서버에서 XML 포맷의 다운로드할 프로그램의 목록을 

요청하고 이 목록에 포함된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다운로더이다. 다운로더 콘테라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의 설치로 현재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다운로더는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피해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1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현황에서 중국산 온라인게임 계정 유출 스파이웨어를 포함한 스파이웨어는 

다소 감소한 반면 애드웨어 피해가 증가한 것은 국내에서 제작, 배포되는 다운로더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더의 피해는 지난 2007년 12월의 461건에서 100% 넘게 증

가한 1134건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스파이웨어 피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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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발견발견발견발견    현황현황현황현황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건수는 [표 1-7], [그림 1-12]와 같다. 

 

 스파이

웨어류 

애드웨

어 

드롭퍼 다운로

더 

다이얼

러 

클리커 익스플

로잇 

AppCare Joke 합계 

11월 99 61 15 112 3 5 0 0 0 295 

12월 86 32 22 48 1 3 1 0 1 194 

08’1월 20 50 24 80 0 1 0 0 0 175 

[표 1-7] 2008년 1월 유형별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현황 

 

2008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2008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2008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2008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29%
45%

14%

11%0%
1%

0%0%
0%

스파이웨어류

애드웨어

드롭퍼

다운로더

다이얼러

클리커

익스플로잇

AppCare

조크

 

[그림 1-12] 2008년 1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비율 

 

[표 1-7]과 [그림 1-12]는 2008년 1월 발견된 신종 및 변형 스파이웨어 통계를 보여준다. 

스파이웨어는 크게 감소한 반면 애드웨어와 다운로더의 신종 및 변형 발견 건수가 크게 증

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 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 배포되는 다운

로더와 애드웨어의 변형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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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1111월월월월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통계통계통계통계    

 

2008년 1월에는 이전 달과 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개의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발

표된 업데이트는 긴급(Critical) 1개/중요 1개로, 12월의 총 7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 중

에서 원격에서 윈도우 커널의 TCP/IP 스택 공격에 MS08-001 에 대한 패치가 포함되었으

며, 윈도우 DNS 서버 관련 패치인 MS07-062 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 대상 기준 2007년 1월 ~ 2008년 1월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공격 대상 기준 2007년 1월 ~ 2008년 1월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공격 대상 기준 2007년 1월 ~ 2008년 1월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공격 대상 기준 2007년 1월 ~ 2008년 1월 MS 보안 패치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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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2006년 11월 ~ 2007년 11월 공격대상 기준 MS 보안 패치 현황 

 

[그림 1-13]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에 들어와서, 1월에 발표된 MS 보안 패치가 모두 

시스템 관련 취약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

(IE, 오피스, 기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서버 관련 취약점들

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발표된 MS 보안 취약점 중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이르고 있다. 2008

년에 들어와서도, 1월 중순에 엑셀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에 대한 권고문
1
이 발표되었는데, 

해당 취약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서비스팩 3 와 2007 버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서비스팩 3 가 출시된 이후에 오피스 

관련 취약점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적

인 주의가 필요하다.   

 

                                            
1
 http://www.microsoft.com/technet/security/advisory/947563.m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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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취약점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메일이나 웹을 통해 공격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

는 사용자에게서 오피스 파일이 메일로 오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오피스

에 대한 보안패치는 반드시 오피스 홈페이지에서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야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1월 달에 국산 소프트웨어인 세중 나모 ActiveSquare 6 컨트롤에 대한 공격코드가 인터넷

에 공개되었는데, ActiveX 관련 취약점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에는 국내 

ActiveX 보안 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악의적인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

하여, 악성코드가 포함된 조작된 파일을 대량 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지며, 

악성코드 유포에 빈번하게 이용된다. 

 

비단 MS 사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뿐만 아니라, Apple Mac OS X, ActiveX, 이미지 뷰어, 웹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오피스, 메신저, 데이터베이스등을 대상으로 공격이 다양화 되

고 있으며, 2008년에도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위협이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1 1 1 1월월월월    웹웹웹웹    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    현황현황현황현황    

 

웹사이트 침해사고 현황웹사이트 침해사고 현황웹사이트 침해사고 현황웹사이트 침해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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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악성코드 배포를 위해 침해된 사이트 수/ 배포지 수 

 

2008년 1월의 웹 사이트 침해지/배포지 수는 192/61로 2007년 12월의 125/52와 비교하여 

침해지의 수가 67개 증가하였다. 이 수는 장비 이상으로 탐색일 수가 적었던 2007년 12월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침해사이트/전

체 사이트 별 비율은 0.0021로 2007년 12월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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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평균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2008년 1월 결과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악성 코드 배포를 위해 중국 ActiveX

취약점 공격 코드가 삽입된 페이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ActiveX를 사

용하지 않는 국내 사용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해당 취약점 공격 코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국 해커들이 자동화된 웹사이트 

공격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5]. 침해사고 후 웹페이지에 삽입된 중국 ActiveX 공격 코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악성 코드 배포를 위해 사용된 취약점 중 MS07-017 취약점의 비율이 

13%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 것은 많은 Anti-Virus(AV) 업체의 제품이 조작된 

Animated Cursor 파일을 진단하면서 해당 취약점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일반 PC 사용자들은 항상 운영체제의 보

안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AV 제품을 설치하고 항상 제품의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침해사고를 확인한 웹 사이트의 관리자들은 사이트의 사후 관리에 신

경을 써 그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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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ASEC Monthly ASEC Monthly ASEC Monthly ASEC Monthly TrendTrendTrendTrend  & Issue  & Issue  & Issue  & Issue    

(1)(1)(1)(1)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    베이글의베이글의베이글의베이글의    복귀와복귀와복귀와복귀와 M M M MBRBRBRBRRootkitRootkitRootkitRootkit    

 

2008년 1월은 매우 거창하게 시작 된 듯 하다. 먼저 이제는 식상 해져버린 베이글 트로이목

마가 다시 등장 했으며, 다음으로 1월 초에 떠들썩 했던 MBRRootkit도 화제가 되었다. 젤라

틴 웜은 섣부르게 발렌타인 데이를 가장한 메일로 전파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샐리티 바

이러스 변형이 보고 되었으며 또한 침묵의 뱅커라고 알려진 트로이목마가 화제가 되었다.  

 

베이글의베이글의베이글의베이글의    복귀복귀복귀복귀    

 

Win-Trojan/Bagle로 명명된 베이글 트로이목마 변형이 1월초 국내에서 발견, 보고 되었다. 

자신을 은폐하며 특정 호스트로부터 자신의 또다른 변형을 다운로드 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 또한 은폐기능을 담당하는 커널 모드 드라이버는 Win-Trojan/BagleAVKiller로 명

명되고 있는데, 진단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안티 바이러스 및 보안 관련 제품을 강제

로 종료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변형은 크랙 파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으며, 아이콘은 시만텍사의 노턴 유틸리티 

실행 파일의 아이콘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1] Win-Trojan/Bagle 트로이목마 아이콘 

 

이전 변형과 다른 점이라면 비스타의 보안센터를 무력화 한다는데 있다. 무력화된 보안센터

는 다시 기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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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베이글 트로이목마 감염 후 윈도우 비스타 보안센터 

 

보안센터를 다시 실행 할 수 없는 원인은 Win-Trojan/BagleAVKiller이 이를 무력화 시키기 

때문이다. 

 

WinWinWinWin----Trojan/MBRtoolTrojan/MBRtoolTrojan/MBRtoolTrojan/MBRtool    

 

1월초 안티 바이러스 업체의 블로그를 달군 것은 다름아닌 MBR (Master Boot Record) 

Rootkit(이하 MBR 루트킷)이다. MBR 루트킷은 과거 특정 보안 업체로부터 개념증명 형태의 

코드로 발표된 이후 Blackhat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MBR 루트킷이 

이슈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악성코드가 부팅 과정의 프로세스를 제어하여 자신이 먼저 실행 

되도록 하며 레지스트리 또는 파일형태로 기록되지 않는다. 악성코드는 보안이 취약한 인터

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경우 악의적인 웹 사이트 방문시 드롭퍼에 의해서 설치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소프트 JVM ByteVerify의 취약점(MS03-011)  

-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접근 컴포넌트(MDAC)의 취약점(MS06-014)  

-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VML의 취약점(MS06-055)  

- 마이크로소프트 XML 코어 서비스의 취약점(MS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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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취약점이 존재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보안패치를 

받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약 12종의 변형 드롭퍼가 알려져 있으며 드롭퍼는 다형

성 팩커로 실행압축된 형태이다. 실행하면 자신을 가상 메모리에 압축을 해제한 뒤 해당 이

미지를 로드하여 실행한다. 물리적 디스크 0 번 섹터인 MBR 영역에 자신의 코드를 기록 한 

뒤 원래 MBR 은 섹터 62번째에 백업을 해둔다. 그리고 섹터 60, 61 에 자신이 생성한 커널 

이미지를 쓴다.  

 

 

[그림 2-3] Win-Trojan/MBRtool에 감염된 MBR 및 섹터 60, 61 

 

다음으로 DISK DEVICE DRIVER 의 IRP DISPATCH ROUTINE을 후킹하여 응용 프로그램

이 MBR 영역에 대한 읽기/쓰기 요청시 섹터 62 번째에 백업된 정상 MBR 을 보여주어 자

신이 감염됨을 은폐한다. 또한 쓰기권한 차단하여 위 후킹을 복구 하지 않고서는 원래의 

MBR로 복원 할 수 없도록 해두었다 

 

과거 도스 시절의 부트 바이러스를 연상하게도 하는 MBR 루트킷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팅 프로세스를 자신이 제어하고, 파일 및 레지스트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다른 

악성코드 유형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악성코드의 분석이 어려운 것은 후킹된 함

수의 원래 주소를 알아내기가 어렵고, 설령 이를 구현 한다고 하더라도 case by case로 대

응 할 수 밖에 없으며, 시스템에 따라서 BSOD (Blue Screen of Death) 가 발생할 확률이 높

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래 함수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내어 이를 무력화 시킨다면 이후 진단/

치료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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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발렌타인발렌타인발렌타인    데이를데이를데이를데이를    가장한가장한가장한가장한    젤라틴젤라틴젤라틴젤라틴    웜웜웜웜    

 

Win32/Zhelatin.worm이 젤라틴 웜의 정식 진단명 이다. 1월 중순 일부 사용자들은 발렌타인 

데이를 위장한 메일을 다수 받았다.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포함 되어 누구라도 쉽게 호기심

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 하여 파일을 실행 하도록 유도 하고 있었다. 

 

[그림 2-4] Win32/Zhelatin.worm 변형이 보내는 메일 내용중 일부 

 

증상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나 자신이 생성하는 커널 드라이버 파일명의 변경 그리고 팩 된 

파일의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 함수는 대부분 유효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외형적인 부분

만 달랐다. 

 

Win32/Kashu Win32/Kashu Win32/Kashu Win32/Kashu 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바이러스    

 

Win32/Sality (이하 샐리티 바이러스) 바이러스 변형인 이 바이러스는 그 변형 정도가 심해

서 V3를 비롯한 일부 타사에서도 Kashu (이하 카슈 바이러스) 라는 진단명으로 진단 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견, 보고된 바이러스로 이전에 발견된 샐리티 바이러스와 전체적으로 비슷

하다. 또한 바이러스 제작자가 바이러스에 특정 문자열을 남겨 바이러스 버전을 표시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남겨진 문자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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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in32/Kashu 바이러스 내부 문자열 

 

후위형 바이러스로서 마지막 섹션을 확장시켜 파일을 감염시키고, EP (Entry Point) code 일

부를 자신이 만든 코드로 덮어 쓴다. 이 코드는 폴리모픽 쓰레기 코드로 덮어쓰는데 길이는 

가변이며 코드의 내용은 바이러스의 시작위치로 점프하도록 되어 있다. 원본 EP code 는 

virus start + 1916h 에 암호화 되어 저장 되어 있다.  

 

 

 

 

[그림 2-6] Win32/Kashu 바이러스 감염 전, 후 파일 모습 

 

감염 컴포넌트를 DLL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실행중인 프로세스들마다 인젝션 된다. 기존의 

샐리티 바이러스와 다르게 다중 암호화 되어 있으며 디코딩 방법도 복잡하다. 

 

침침침침묵의묵의묵의묵의    뱅커뱅커뱅커뱅커    

 

외신을 통해서 국내에 알려진 악성코드로서 V3는 이를 Win-Trojan/Banker 류로 진단 하고 

있다. 해당 악성코드가 어떤 이유로 ‘침묵의 뱅커’로 알려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단지 기

존의 피싱공격처럼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 한 뒤 정보를 가로채 돈을 빼내는 형태가 아니

라 사용자가 실제 은행 사이트에서 정보를 입력시 특정 함수를 후킹하여 정보 가로채어 특

감염전 감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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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호스트로 전송하는 증상이 있다. 이는 변형에 따라 다르며, 일부 변형은 웹 로그인 정보 

또는 아웃룩 또는 POP3 계정 그리고 컴퓨터명등을 외부로 전송 하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하는 일부 3
rd

 제작사들이 제작한 웹 브라

우저에도 동작이 가능하다. 악성코드는 BHO로 자신을 등록하여 실행 하기 때문에 웹 브라

우저를 실행하기 전 까지는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 해당 악성코드는 국외의 은행권을 

타겟으로 제작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발견, 보고 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인터

넷 뱅킹 환경에서 동작 여부는 테스트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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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2)(2)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    IEIEIEIE의의의의    기본기본기본기본    툴바를툴바를툴바를툴바를    바꾸는바꾸는바꾸는바꾸는    애드웨어애드웨어애드웨어애드웨어    

 

우리는 인터넷을 하다가 혹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종종 “XXX툴바를 설치하시겠습니까?”

하는 문구를 자주 볼 수가 있다. 유명 포털 사이트고 소규모 사이트건 상관없이 너도나도 설

치를 하라고 난리 법석이다. 대체 이 툴바(ToolBar)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 설치

하라고 하는 것일까?  툴바는 IE(Internet Explorer)와 함께 설치되어 IE에 추가 기능을 제

공하는 도구를 일컫는다. 실제 유명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툴바에는 인터넷 전자 사전, 

외국어 번역기 등과 같은 유용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IE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준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툴바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글키워드(Keyword)/리워드(Reward)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또 이들 중 대부분은 사용자 동의 절차 없이 설치되는 악성 툴바이다. 

 

IE에 추가로 설치되는 툴바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레지스트리 키 아래에 자신의 CLSID 값을 

등록하게끔 설계되어있다. 그런데 이 곳에 등록될 경우 시스템 애드웨어 제거프로그램 혹은 

경쟁사 프로그램에 바로 노출되어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능한 많은 사용자의 

PC에 오래도록 설치되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애드웨어 제작자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한 일이

다.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Microsoft 

   └ Internet Explorer 

    └ Toolbar 

[ 툴바가 설치되는 레지스트리 경로 ] 

 

바로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IE의 기본 툴바를 애드웨어의 것으로 바

꾸는 것이다. 초기의 많은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들이나 툴바 제거 프로그램들이 IE의 

기본 툴바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검사하지 않았기에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쉽게 진단을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IE의 기본 Address Bar를 흉내 낸 똑 같은 모듈을 

하나 만들고 IE의 기본 Address Bar가 사용하는 CLSID(01E04581-4EEE-11d0-BFE9-

00AA005B4383)는 그대로 둔 채, InProcServer32의 값을 아래처럼 애드웨어의 것으로 변

경하기만 하면 된다. 

 

[ [ [ [ 변경변경변경변경    전전전전 ] ] ] ]    

HKEY_CLASSES_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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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SID 

    └ {01E04581-4EEE-11d0-BFE9-00AA005B4383} 

  └ InProcServer32 

   └ (Default Value) : “%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32system32system32system32\\\\browseui.dllbrowseui.dllbrowseui.dllbrowseui.dll” 

 

[ [ [ [ 변경변경변경변경    후후후후 ] ] ] ]    

HKEY_CLASSES_ROOT 

 └ CLSID 

    └ {01E04581-4EEE-11d0-BFE9-00AA005B4383} 

  └ InProcServer32 

   └ (Default Value) : “%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32system32system32system32\\\\<<<<악성툴바모듈악성툴바모듈악성툴바모듈악성툴바모듈>>>>” 

 

2007년 많은 툴바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애드웨어 제거 시 해당 레지스트리를 원래대로 복원해주지 않아 IE의 기본 

Address Bar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COM 라이브러리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해당 

모듈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이라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2007년 

이로 인한 고객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 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에서 이러한 방법을 스파이웨어 행위로 간주하고 IE의 기본 Address Bar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진단하자 한동안 이러한 형태로 동작하는 툴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번엔 Address Bar가 아닌 Link Bar(연결)를 변경하는 새로운 툴바가 발견되

었다. 진단명은 Win-Adware/ToolBar.Dpoint로, 사용자 동의 절차 없이 설치되어, Link Bar

의 모듈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IE의 주소표시줄에 입력되는 키워드를 감시하여, 특정 

URL로 키워드와 함께 제휴마케팅 코드를 삽입한 채 특정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애드웨어이

다. Link Bar는 IE의 도구 상자 모음에 등록되어 즐겨찾기 링크를 보여주는 IE의 기본 툴바

이다. [그림 2-7]의 아래쪽 붉은 색 상자 안의 “연결”이라고 적힌 툴바가 바로 Link Bar이

다. 

 

 

[그림 2-7] Address Bar, Link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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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XP의 경우 Link Bar의 CLSID(0E5CBF21-D15F-11D0-8301-00AA005B4383)

와 연결된 모듈은 Shell32.dll이다. Win-Adware/ToolBar.Dpoint가 설치되면 아래와 같이 

InProcServer32의 값이 Shell32.dll에서 ndp.dll로 변경된다. 

 

[ [ [ [ 변경변경변경변경    전전전전 ] ] ] ]    

HKEY_CLASSES_ROOT 

 └ CLSID 

    └ {0E5CBF21-D15F-11D0-8301-00AA005B4383} 

  └ InProcServer32 

   └ (Default Value) : “%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32system32system32system32\\\\shell32shell32shell32shell32.dll.dll.dll.dll” 

※ Windows XP 이전에 출시된 운영체제에 설치된 IE 에서는 browseui.dll 이 기본값이다. 

 

[ [ [ [ 변경변경변경변경    후후후후 ] ] ] ]    

HKEY_CLASSES_ROOT 

 └ CLSID 

    └ {0E5CBF21-D15F-11D0-8301-00AA005B4383} 

  └ InProcServer32 

   └ (Default Value) : “%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Root%\\\\system32system32system32system32\\\\<<<<악성툴바모듈악성툴바모듈악성툴바모듈악성툴바모듈>>>>” 

 

이렇게 Win-Adware/ToolBar.Dpoint가 설치되면 [그림 1-8]과 달리 [그림 1-9]처럼 Link 

Bar의 즐겨찾기 아이콘의 모양이 달라지고, 특정 쇼핑몰에 접속할 경우 제휴마케팅 코드가 

삽입된 다른 URL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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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정상 IE에서 쇼핑몰 접속 

 

 

[그림 2-9] 변경된 IE에서 쇼핑몰 접속 

 

 Win-Adware/ToolBar.Dpoint 또한 Address Bar와 마찬가지로 애드웨어 모듈만 제거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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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림 2-10]와 같이 Link Bar가 사라져 IE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도구 상자 목록에서는 

“연결”이 표시되지만 {0E5CBF21-D15F-11D0-8301-00AA005B4383}에 연결된 모듈이 

삭제되었기에 IE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2-10] 사라진 Link Bar(연결) 

 

이런 경우 [시작] -> [실행]에서 “regsvr32 /i shell32.dll” 명령을 실행해주면 IE의 기본 

Link Bar를 복원할 수 있다. Windows XP 이하의 운영체제(Windows 2000, Windows 98 등)

에서는 “regsvr32 /i browseui.dll” 명령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그림 2-11] Link Bar 복원 명령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시스템이나 다른 정상 프로그램의 설정 또는 파일을 변경

하고 교체하는 것은 정보통신부 스파이웨어 기준에 부합하는 스파이웨어 행위이다.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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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ware/ToolBar.Dpoint와 같이 정상 파일을 교체되었을 때, 교체된 파일이 사용되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막기 위한 패치

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파이웨어 제작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사용자의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Adware/ToolBar.Dpoint와 같은 악성 툴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는 윈도우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항상 최

신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국산국산국산국산    다운로더다운로더다운로더다운로더    피해피해피해피해    급증급증급증급증    

 

최근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고객의 PC에서 최소 4~5 종류 이상의 다수의 국산 애드웨어와 

다운로더가 설치된 것을 자주 확인하였다. 대체 어떻게 많은 애드웨어가 감염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진화된 다운로더 때문이다. 

 

과거의 다운로더는 바이너리 파일 내부에 존재하는 정해진 목록의 애드웨어만 다운로드 하

였기에 설치되는 애드웨어의 종류와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운

로더가 갖고 있는 목록 이외의 다른 애드웨어가 추가 설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발견

되는 다운로더는 애드웨어 서버로부터 매번 다운로드 받을 목록을 받아와 다운로드하기 때

문에 그때마다 설치되는 애드웨어와 그 수가 다를 수 있고,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록 많은 

애드웨어가 설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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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달라진 다운로더의 양상 

 

또한 이러한 다운로더들은 실행될 때마다 자신을 새로운 바이너리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랜덤한 경로와 랜덤한 이름으로 설치되며 심지어는 루트킷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서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운로더는 주로 ActiveX 컨트롤이나 윈도우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사용

자는 ActiveX 설치 전, 꼭 필요한 것인지, 또는 믿을 만한 곳에서 배포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항상 윈도우의 최신 보안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 것만 잘 지킨다면 다운로더 뿐만 아니라 많은 스파이웨어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다운로더가 설치된 경우라면 방화벽을 통해 다른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

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운로더가 다운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을 시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처음 다운로드를 시도하게 되면 [그림 2-13]과 

같은 방화벽의 경고창이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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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그림 2-13] 방화벽 경고창 

 

이 때, 확인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차단해제” 혹은 “허용” 버튼을 누르기 보다는, 자신이 실

행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미심쩍은 프로그램이라면 차단하는 것이 좋다. 혹여 차단으로 인

하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방화벽 프로그램의 차단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다시 정상동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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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    MSMSMSMS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총 2개의 패치를 2008년 01월 정기보안 업데이트에 포함하여 발표하였

다. 이중 위험등급이 긴급(critical)인 패치의 개수와 중요(important)인 패치의 개수는 각 1

개이다. 2008년 01월에 발표된 패치의 개수(2개)는 2007년 평균 수치보다 작은 수치로 다

른 달과 비교하여 봤을 때 많지 않은 개수이다. [표 2-1]은 2008년 01월 발표된 취약점의 

목록 및 공격 코드 공개 여부이다. 

 
위험등급위험등급위험등급위험등급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PoCPoCPoCPoC    

긴급 Windows TCP/IPWindows TCP/IPWindows TCP/IPWindows TCP/IP의의의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원격원격원격원격    코드코드코드코드    실행실행실행실행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941644)(941644)(941644)(941644)    무 
중요 LSASSLSASSLSASSLSASS의의의의    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취약점으로    인한인한인한인한    로컬로컬로컬로컬    권한권한권한권한    상승상승상승상승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943485)(943485)(943485)(943485)    무 

[표 2-1] 2008년 1월 마이크로 소프트 정기 보안 패치 

 

아직까지 취약점에 대한 공격코드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취약점 모두 코드 실행이 

가능하거나 관리자 권한의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여 운영체제나 관련 제품의 상태를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

지하도록 해야 한다. 

 

Windows TCP/IPWindows TCP/IPWindows TCP/IPWindows TCP/IP의의의의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Microsoft Windows에 내장된 TCP/IP Stack에서 IGMP 프로토콜 및 MLDv2의 특정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메시지 타입의 필드 길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아 버퍼 오버플로

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ICMP 프로토콜의 특정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드 길이를 올

바르게 확인하지 않아 서비스 거부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TCP/IP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인터넷의 핵심 프로토콜이며, Microsoft Windows에서는 tcpip.sys로 

TCP/IP 스택을 운영체제하에 구현하고 있다.  

 

간략하게 해당 프로토콜의 정보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단일 전송자와 다수의 수신자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이며, IPv4 시스템에서는 IP 멀티캐스팅 그룹 

구성원을 이웃된 멀티캐스트 라우터에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이 IGMP Version 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FC 3376에 정의되어 있다. 

� MLD(Multicast Listener Discovery): IPv6 용 서브넷 멀티캐스트를 구성하는데 이

용되며,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은 호스트와 게이트웨이 간에 연

결 상태 및 메시지 제어 등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자세한 내용은 RFC 792에 

정의되어 있다. 

 

취약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IGMP의 주요 메시지 타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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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fine IGMP_MEMBERSHIP_QUERY 0x11 /* membership query */ 

#define IGMP_V1_MEMBERSHIP_REPORT 0x12 /* Ver. 1 membership report */ 

#define IGMP_V2_MEMBERSHIP_REPORT 0x16 /* Ver. 2 membership report */ 

#define IGMP_V2_LEAVE_GROUP  0x17 /* Leave-group message */ 

#define IGMP_V3_MEMBERSHIP_REPORT 0x22 /* Ver. 3 membership report */ 

 

[그림 2-14] IGMP v3 Membership Query Message 

 

위 메시지 타입 중 하나인 Membership Query(0x11) 메시지를 이용하는 특정 패킷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필드의 길이 값을 체크하지 않아서 커널 버퍼 오버플러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조각난(Fragmented) ICMP 라우팅 타입(0x09)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타입의 특정 필드를 윈도우 커널의 TCP/IP 스택이 길이 값을 체크하지 않아서, 서비스 거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취약점은 원격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

으로, 공격자는 윈도우 커널을 서비스 거부 공격 하거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

한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단 TCP/IP 스택은 커널 드라이버 형태로 내장되어 있으며, 서비스 

거부공격은 BSOD(Blue Screen Of Death) 형태로 나타난다. 

 

위 취약점은 원격 공격이 가능하고, 커널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므로 웜으로 만들어지면 강

력한 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별히 보안 패치를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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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X  ActiveX  ActiveX  ActiveX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여전히여전히여전히여전히    강세강세강세강세    
 

 

[그림 2-15] Milw0rm Remote Attack 1월 통계    

 

공격 코드인 Exploit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Milworm에 올라온 1월 Remote Attack(Web 

또는 Dos 공격을 제외한)을 살펴 봤을 때 1월 총 35건 중 25건인 71% 정도가 ActiveX를 

이용한 공격 코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패치가 되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코드 또한 존재

하여 더욱더 위험성이 뒤따른다. 

 

공개된 ActiveX Exploit 25건 중 14건인 56%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형태를 띄고 있으며, 

나머지 공격들은 대부분 Remote Command Execution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ctiveX 취약점은 특이하게, 로컬에서 동작하면서 Remote Attack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Web을 통해 ActiveX 함수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격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ActiveX 취약점들을 하나로 묶어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묶어진 패키지를 사용

하여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월 취약점 중 두 가지 형태의 ActiveX를 통해 실제 어떤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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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ctiveX를 막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의 입장과 일반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ActiveX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는 특정 함수를 공격자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Command 명령을 실행하는 형태의 함수들은 특별히 

조심해고,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자열 길이 값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함수들인 strcpy, strcat … 함수들 대신 strncpy, strncat … 처럼 길이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들을 사용하고, 개발 할 때 Security Cookie나 메모리 관련 보

호 메커니즘 사용을 권장한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불필요한 ActiveX는 설치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ActiveX는 삭제 또는 사용불가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업데이트 하

여, 공격자가 심어 놓은 Html 형태의 공격 코드를 미리 차단해야 하며, ActiveX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됐을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며, 업데이트 되지 않는 ActiveX는 

Internet Explorer에서 “도구”->”인터넷 옵션”->”프로그램”->”추가 기능 관리”->특정 

ActiveX “사용 안 함” 으로 처리 또는 “도구”->”인터넷 옵션”->”설정”->”개체 보기”에서 특

정 ActiveX를 선택하여 삭제해야 한다. 

Namo ActiveSquare 6 NamoInstaller.dll install Method Exploit 

위 취약점은 URL 체크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NamoInstaller.dll 안의 install 함수

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install 함수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문제 발생시 프로그

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install 함수를 호출하

여,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아닌 공격자의 서버에 올려져 있는 악성 파일의 경로를 입력

해 놓으면,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업데이트 서버에서만 파일

을 다운로드 받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이다. 

Namo ActiveSquare6 NamoInstaller.dll BOF Exploit 

위 취약점은 위의 취약점과 동일한 함수인 NamoInstaller.dll 안의 install에서 버퍼 

Overflow가 발생한다. 이는 URL 주소 값의 길이 값을 체크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URL 주소 값을 특정 값 이상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버퍼가 넘침으로 인해 메모리가 오

염된다. 위 취약점 코드를 살펴보면 Stack을 넘치게 하여 리턴 어드레스를 바꾸고, 다음 

코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EBP 값을 넣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Buffer 

Overflow형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길이 값을 체크하고, 예외처리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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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ASECASECASECASEC    컬럼컬럼컬럼컬럼        

(1)(1)(1)(1)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플로우의플로우의플로우의플로우의    통계적통계적통계적통계적    분석분석분석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이상징후이상징후이상징후이상징후    판단판단판단판단    

 

지금도 네트워크 상에서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생성한 다양한 트래픽 데이터가 오고 가며 때

로는 악의적인 목적의 트래픽도 발생한다. 이러한 트래픽을 비정상 트래픽 (Anomaly 

Traffic)이라 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 (Dos)이나 악성 코드 전파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비정상 트래픽은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최악의 경우 네

트워크가 사용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측정한 데이터에서 이러한 

이상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림 1-1]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 링크에

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가 표시된 시점이 네

트워크 상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한 시점이다. 네트워크 링크 b-i 의 데이터는 그 이상 

징후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나머지 링크간 트래픽에서는 이상징후를 쉽게 찾아 볼수 없다.  

 

[그림 3-1] 네트워크 이상 트래픽 비교 예 

 

[그림 3-1]의 데이터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종합해서 나타낸 것이므로 전체 데이터중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대용량 네트워크 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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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하므로 일반적인 자료처리에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네트워크 이상징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2.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2.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2.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일반적으로 분석하려는 데이터의 집합이 많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록(데이터 집합이 

차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당 데이터의 집합은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석하려는 데이터

집합의 차원의 개수를 가능한 한 작게 할 수 있다면 해당 데이터의 분석은 그 만큼 쉬워진

다.  

 

PCA는 데이터 집합의 차원을 개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

터의 주성분(Principle Component)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Karhunen-Loeve transform 또는 

Hoteling transform이라고도 불린다. 이 방법은 화학 공학 산업 분야에서 공정과정 중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제어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최근에 PCA는 점점 

네트워크에도 같은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도 상당히 우수하다. PCA는 우선 데이

터 집합의 Covariance 행렬을 만들고 해당 행렬의 고유치 (Eigen Value)를 계산하여 데이터

의 주성분과 잔여성분(Residual Component)를 찾아내어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PCA

를 설명하기 앞서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222....1 Covariance1 Covariance1 Covariance1 Covariance    

 

일반적으로 데이터 집합의 차원은 1개 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급 학생

들의 키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 집합으로 만들면 그 데이터 집합의 차원은 1개가 되

지만, 키 이외에도 몸무게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 집합으로 만들면 그 집합의 차원의 

개수는 2개가 된다. covariance란 두 차원간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 식

처럼 정의된다. 

 

위 식에서 n은 전체 데이터 집합의 크기, Xi와 Yi는 각 변량, X’와 Y’는 그 데이터집합의 크

기를 나타낸다. 만약 데이터 집합의 차원이 x, y, z라면 계산할 수 있는 covariance 값은 (X, 

Y), (Y,Z), (Z, X) 의 3개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covariance 값은 두 차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가령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데이터 집합의 covariance 값을 계산하면 키

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이때 covariance 값이 양수이면 두 차원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며 한 차원의 데이터가 증가하면 다른 차원의 데이터도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covariance 값이 음수이면 두 차원은 음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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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며 한 차원의 데이터가 증가하면 다른 차원의 데이터는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표 3-1]은 특정 과목을 공부한 시간(H)과 점수(M) 데이터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

한 것이고, [표 3-2]는 두 차원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covariance 값을 계산한 것이다. 

[표 3-2]에서 covariance 값은 104.54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

부한 시간이 많아지면 점수도 상승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키와 점수 데이터 및 평균 

 

[표 3-2] Covariance 값 구하기 

 

2.2 Covariance Matrix (2.2 Covariance Matrix (2.2 Covariance Matrix (2.2 Covariance Matrix (행렬행렬행렬행렬))))    

 

Covariance 행렬은 차원간 covariance 값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다. n개의 차원이 존재하는 

데이터 집합의 경우 계산 가능한 covariance 값의 개수는 n개 중에 2개를 뽑은 조합으로 나

타낼 수 있으므로 nC2= n!/(n-2)!2! 개가 된다. covariance 행렬의 원소 Aij는 다음 식처럼 

차원 i와 차원 j의 covariance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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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석하려는 데이터 집합의 차원의 개수가 x, y, z로 3개이면 covariance 행렬은 다음식

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v(a, b)는 Cov(b, a) 이므로 임의의 Covariance 행렬 C는 대각행렬의 성질과 

대칭성을 가진다. 

 

2.3 Eigen Value, (2.3 Eigen Value, (2.3 Eigen Value, (2.3 Eigen Value, (고유값고유값고유값고유값) Eigen Vector () Eigen Vector () Eigen Vector () Eigen Vector (고유고유고유고유    벡터벡터벡터벡터))))    

 

어떤 행렬은 고유값 x와 고유 벡터 v를 가질 수 있다.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가질 수 있는 

행렬은 정사각 행렬들이지만, 모든 정사각 행렬들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가지는 것은 아니

다. 어떤 행렬의 고유값 x와 고유 벡터의 v 정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AV = xV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학적 과정과 그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이 

글 글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행렬의 고유 벡터들은 서로 독립적(perpendicular) –서로 영향을 주지 않

음- 이기 때문에 기저 (basis) 벡터로 사용할 수 있다. (xy 좌표계에서 x축이나, y축을 생각

하면 된다.) 따라서 고유 벡터를 찾아내면 데이터가 어떠한 고유 벡터에 얼마나 의존 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앞서 계산한 covariance 행렬도 정사각 행렬이므로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covariance 행렬의 특성 벡터를 찾아 분석하면 데이터의 주성분과 잔

여 성분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 것은 PCA 분석 방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가 된다. 

 

2.4 PCA2.4 PCA2.4 PCA2.4 PCA    

 

PCA 는 앞서 설명한 수학적 계산들을 근거로 데이터의 주성분과 잔여성분을 골라내는 방법

이다. 특정한 데이터 집합에 PCA를 적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차원의 개수는 2로 한다. 

 

1) 각 변량에서 평균을 빼기 

 

각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후 이 값으로 새로

운 데이터집합을 구성한다. 새로운 데이터 집합은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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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새로운 데이터 집합의 평균은 0이 된다. [표 3-3]의 왼쪽 표와 오른쪽 표는 각각 원래 

데이터의 x, y 차원별 데이터와 각 변량에서 평균값을 뺀 데이터로 데이터 집합을 구성한 것

을 나타낸다. [그림 3-2]는 원 데이터를 x, y좌표계에서 나타낸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아 차

원 x와 차원 y의 데이터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데이

터 집합의 covariance 행렬을 구하면 그 성분은 양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3-3] 원 데이터 집합과 평균을 뺀 데이터집합 

 

[그림 3-2] 원 데이터 

 

2) covariance 행렬 구하기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차원의 개수는 2개이므로 covariance 행렬은 2 X 2 행렬이 된다. 과

정 1)에서 생성한 데이터 집합의 covariance matrix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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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nce 행렬에서 대각 성분 이외의 값을 보면 모두 양수이다. (대각 성분은 동일 차원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

은 과정 1)에서 직관적으로 예측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3) 고유 값 (eigen value), 고유 벡터 (eigen vector)구하기 

 

과정 2)에서 계산한 covariance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계산 한다. 이 값은 원 데이

터 집합에서 주성분과 잔여성분을 고르는데 중요한 근거 같다. 과정 2)에서 계산한 

covariance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은 과정 1)에서 평균값을 뺀 데이터를 고유 벡터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에서 고유 벡터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유 값과 고유 벡터는 기

저 벡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그림 3-3]에서 각 고유 벡터들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고유벡터가 서로 독립인 것을 나타낸다. 

 

[그림 3-3]에서 데이터들이 한 고유벡터의 강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정 1)과 과정 2)에서 계산한대로 두 차원의 데이터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림 3-3]에서 데이터와 연관 관계가 많은 고유벡터는 주성분과 관계되고 그

렇지 안은 고유 벡터는 잔여성분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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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고유벡터와 함께 나타낸 데이터 

 

4) feature vector 구하기 

 

과정 3)에서 데이터가 특정 고유 벡터에 큰 연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렇게 데이터의 영향을 주는 벡터를 feature 벡터라 한다. 과정 4)는 고유 벡터 중 feature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다. 과정 3)에서 구한 고유 값과 고유 벡터중 feature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큰 고유 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가 feature 벡터이며 이 것이 곧 주 성분 

(principle component) 가 된다. 즉 과정 3)에서 구한 covariance 행렬의 고유 값과 고유 벡

터를 구한 후 이 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정렬된 결과는 순서대로 데이터와 연관관계가 

많은 고유 벡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해당 결과에서 높은 고유 값들을 가지는 고유 벡터를 골

라내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n개의 차원을 가지는 데이터 집합은 n개의 고유 값을 가질 수 있다. 과정 3)에서 

사용한 데이터 차원의 개수는 2개이므로 고유 값의 개수도 2개이다. 따라서 다음처럼 

feature 벡터로 2개의 고유 벡터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A. Feature vector를 2개의 고유 벡터로 구성한 경우 

 

B. Feature vector를 1개의 고유 벡터로 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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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a 변환하기  

 

PCA의 마지막 과정은 과정4)에서 구한 Feature 벡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집합을 변환하는 

것이다. 데이터 집합의 변환은 다음처럼 Feature 벡터와 평균 값을 뺀 데이터의 집합의 곱

으로 나타낸다. 

 

 

이 변환된 데이터는 과정 4)에서 구한 feature 벡터에만 의존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원래

의 데이터는 x, y 2개의 차원을 가졌지만, 과정 4에서 1개의 고유 벡터를 feature 벡터로 선

택하여 변환하면 변환된 데이터는 1개의 차원만을 가진다. 

 

3. PCA3. PCA3. PCA3. PCA를를를를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적용하여적용하여적용하여적용하여    이상이상이상이상    징후징후징후징후    판단하기판단하기판단하기판단하기    

 

PCA는 네트워크의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상이던 네트워크가 특정시간 

이후 어떤 특정한 시간동안 이상징후에 해당하는 트래픽이 발생했다면 정상에 해당하는 데

이터는 주성분에 포함되고 이상징후에 해당하는 악성 트래픽은 잔여성분에 나타나게 된다. 

 

[표 3-4]와 [그림 3-4]는 2개의 고유벡터를 사용하여 변환된 데이터와 그래프를 나타낸다. 

만약 고유 벡터 하나만을 Feture 벡터로 사용하였다면 [표 3-5]는 [표 3-4]와 같이 차원이 

1개인 데이터 집합으로 변환된다. [표 3-5]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정 1~5까지의 과정을 

역을 계산하여 데이터를 변환하면 [그림 3-5]와 같다. 과정 1)에서 사용한 원 데이터의 상

관관계는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정 1)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그 값이 같지 않은 이유는 고

유 벡터를 하나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잔여 성분이 제거 되었기 때문이다. 

 

[표 3-4] 변환 데이터 (고유 벡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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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변환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표 3-5] 변환 데이터 (고유 벡터 1개) 

 

[그림 3-5] 복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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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잔여성분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상징후를 나타나게 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징후가 발생하기 전 네트워크의 상태는 대부분의 값이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상태

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거의 모든 값이 주성분에 포함되고 잔여성분의 값은 작을 것이다. 하

지만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값은 잔여성분에 포함되게 된다. 만약 네트워크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 때의 데이터는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때

와 비교하여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과정은 이상징후 데이터가 나타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상징후 데이터가 장기간 나타난다면 그 데이터는 

잔여성분이 아닌 주성분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 3.1 3.1 3.1 정상정상정상정상    트래픽과트래픽과트래픽과트래픽과    비정상비정상비정상비정상    트래픽의트래픽의트래픽의트래픽의    분리분리분리분리    

 

[그림 3-6]은 PCA를 적용하여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나타낸

다.  

 

[그림 3-6]. 네트워크 이상 징후 판단 시스템 전체 구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림 3-7]은 먼저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PCA 분석방법으로 주

성분과 잔여성분을 추출하고 잔여성분에 네트워크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전체 구조를 나타내

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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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주성분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을 분리한다. 이때 PCA를 적용한다. 정상 트래픽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주성분을 구하고 나머지 성분을 잔여성분으로 하여 정상 트래픽과 비정상 트래픽

을 분류한다. [그림 3-8]과 [그림 3-9]는 각각 일주일간 네트워크 데이터를 측정한 데이터 

집합을 주성분 데이터와 잔여성분 데이터로 분리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3-9]에서 수요일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실제 이상징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잔여성분에서 관찰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값도 다른 데이터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임계 값을 정하고 잔여성분 중 그 값을 넘는 값을 이상징후로 판단하

면 된다. 

 

 

[그림 3-8]. 잔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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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네트워크 이상징후 

 

 

3.2 3.2 3.2 3.2 잔여성분에서잔여성분에서잔여성분에서잔여성분에서    이상징후이상징후이상징후이상징후    찾기찾기찾기찾기    

 

과정 1)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징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임계값을 정하고 잔여성

분 중 그 값을 넘는 값을 이상징후로 판단하면 된다. 이상징후를 판단하기 위한 임계값은 

Q-statistics 에서 사용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9]에서 상단 그래프는 전체 트래

픽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하단 그래프는 잔여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9]의 하단 그

래프의 점선은 Q-statistics 방법에 의해 정해진 임계값이다. 동그라미는 임계값을 넘는 값

들 – 즉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값들이며 하단 그래프에서는 다른 값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상단 그래프에서는 다른 데이터들에 묻혀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PCA를 사

용하여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값들을 잔여성분에서 찾아내면 일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하

는 것보다 쉽게 네트워크 이상징후를 판단할 수 있다. 

 

4. 4. 4. 4. 결론결론결론결론    

 

네트워크 플로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PCA 방법을 알아보았다. PCA 방법은 분석하

려는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그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결과의 우수성이 입

증되어 있다. PCA 이외에도 수많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

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적용된 네트워크 관리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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