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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C (AhnLab Security Emergency response Center)은 악성코드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보안 조직입니다. 이 리포트는 ㈜안랩의 ASEC에서 작성하며, 매월 

발생한 주요 보안 위협과 이슈에 대응하는 최신 보안 기술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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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코드 동향
  a. 악성코드 통계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2 Trojan/Win32.adh 1,398,105 26.3%

2 �1 JS/Agent 572,549 10.8%

3 ▲1 Trojan/Win32.Gen 432,252 8.1%

4 ▲2 Textimage/Autorun 391,166 7.4%

5 �3 Malware/Win32.generic 354,288 6.7%

6 ▲4 Adware/Win32.korad 268,885 5.1%

7 — Trojan/Win32.hdc 250,776 4.7%

8 NEW Adware/Win32.startpage 202,661 3.8%

9 ▲3 Trojan/Win32.agent 171,610 3.2%

10 �5 Trojan/Win32.fakeav 169,272 3.1%

11 NEW Win-Trojan/Downloader.74240.AE 145,390 2.7%

12 NEW JS/Iframe 131,853 2.5%

13 ▲1 Trojan/Win32.genome 131,134 2.5%

14 NEW Exploit/Cve-2011-3544 118,400 2.2%

15 NEW Java/Agent 110,797 2.1%

16 NEW Adware/Win32.wingo 102,775 1.9%

17 �4 Downloader/Win32.agent 95,725 1.8%

18 �2 Html/Iframe 95,031 1.8%

19 �4 Win-Adware/Korad.1038848 88,423 1.7%

20 NEW Malware/Win32.suspicious 88,194 1.6%

5,319,286 100.0%

[표 1-1] 2012년 3월 악성코드 최다 20건(감염 보고, 악성코드명 기준)

1. 2012년 3월의 보안 동향

3월	악성코드	최다	20건

ASEC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3월에 감염이 보고된 악성코드는 전체 1382만 206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지난 달의 1366만 3774건에 비해 15만 6432건이 증가한 수치이며, 1월에 비해서는 13만 

695건 줄어들었다([그림 1-1]).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악성코드는 Trojan/Win32.adh이었다. JS/

Agent와 Trojan/Win32.Gen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됐으며, 최다 20건에 새로 포함된 악성코드는 총 7

건이었다([표 1-1]).

[그림 1-1] 월별 악성코드 감염 보고 건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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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대표진단명	감염보고	최다	20

[표 1-2]는 악성코드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악성코드별 변종을 종합한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최

다 20건이다. 2012년 3월에는 Trojan/Win32가 총 307만 9746건으로 최다 20건 중 33.2%의 비율로 가

장 빈번히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dware/Win32가 91만 4008건, Win-Trojan/Downloader가 61만 

12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 Trojan/Win32 3,079,746 33.2%

2 ▲4 Adware/Win32 914,008 9.9%

3 ▲6 Win-Trojan/Downloader 611,228 6.6%

4 ▲1 JS/Agent 573,387 6.2%

5 �1 Win-Adware/Korad 566,194 6.1%

6 �4 Win-Trojan/Agent 545,766 5.9%

7 �4 Malware/Win32 458,760 4.9%

8 0 Textimage/Autorun 391,246 4.2%

9 �2 Downloader/Win32 382,037 4.2%

10 — Win-Trojan/Onlinegamehack 298,071 3.2%

11 ▲1 Backdoor/Win32 187,516 2.0%

12 ▲4 Win32/Conficker 183,990 2.0%

13 0 Win32/Virut 172,711 1.9%

14 NEW Win-Trojan/Rootkit 151,880 1.6%

15 ▲2 Win32/Autorun.worm 149,331 1.6%

16 ▲2 Win32/Kido 143,161 1.5%

17 NEW JS/Iframe 131,853 1.4%

18 NEW Exploit/Cve-2011-3544 118,400 1.3%

19 NEW Java/Agent 110,797 1.2%

20 �9 Win-Trojan/Korad 102,104 1.1%

9,272,186 100.0%

[표 1-2]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최다 20건 

3월	신종	악성코드

[표 1-3]은 3월에 신규로 접수된 악성코드 중 고객으로부터 감염이 보고된 최다 20건이다. 3월의 신종 

악성코드는 Win-Trojan/Downloader.74240.AE가 14만 5390건으로 전체의 17.6%로 가장 많았으며, 

Win-Adware/KorAd.1462784가 6만 2363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됐다.

순위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Win-Trojan/Downloader.74240.AE 145,390 17.6%

2 Win-Adware/KorAd.1462784 62,363 7.6%

3 Win-Trojan/Downloader.92160.BM 60,945 7.4%

4 JS/Agent 58,050 7.1%

5 Win-Trojan/Downloader.900096 54,267 6.6%

6 Win-Trojan/Rootkit.28928.C 45,733 5.6%

7 Win-Trojan/Rootkit.28928.D 44,330 5.4%

8 Win-Trojan/Startpage.321024.K 41,534 5.1%

9 Win-Trojan/Dllbot.132096.C 36,610 4.5%

10 Win-Adware/BHO.KorAd.592384 33,955 4.1%

11 Win-Adware/KorAd.613968 33,050 4.0%

12 Win-Adware/KorAd.571904.B 31,815 3.9%

13 Win-Trojan/Downloader.654336.B 28,098 3.4%

14 Win-Trojan/Downloader.315392.T 24,453 3.0%

15 Win-Trojan/Agent.1718784.F 22,022 2.7%

16 Win-Trojan/Downloader.253952.K 21,391 2.6%

17 MID/Cve-2012-0003 20,754 2.5%

18 Win-Adware/KorAd.1123840 19,660 2.4%

19 Dropper/Agent.1988884 18,707 2.3%

20 Win-Adware/KorAd.225280.D 18,144 2.2%

821,271 100.0%

[표 1-1] 3월 신종 악성코드 최다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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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보고

[그림 1-2]는 2012년 3월 한 달 동안 안랩 고객으로부터 감염이 보고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비율을 집계한 결

과다. 2012년 3월의 악성코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트로이목마(Trojan)가 45.1%, 스크립트(Script)가 10.7%, 웜

(Worm)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보고	전월	비교

[그림 1-3]은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비율을 전월과 비교한 것이다. 트로이목마, 웜이 전월에 비해 증

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스크립트, 애드웨어(Adware), 드로퍼(Dropper), 바이러스(Virus), 다운로더

(Downloader), 스파이웨어(Spyware) 계열들은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애프케어(Appcare) 

계열들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신종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

3월의 신종 악성코드를 유형별로 보면 트로이목마가 70%로 가장 많았고, 애드웨어가 19%, 스크립트가 

5%였다.

[그림 1-3] 2012년 3월 vs. 2월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비율

[그림 1-2] 2012년 3월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비율

[그림 1-4] 신종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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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바와	탭	키를	이용한	난독화된	자바	스크립트

2012년 1월 ASEC 블로그에 소개되었던,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한 악

성코드 유포 방식 중 스페이스 바와 탭 키를 이용한 난독화 코드가 최

근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코드는 [그림 1-6]과 같이 20과 09의 헥스(HEX) 값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아스키(ASCII) 값에서 스페이스 바와 탭 키를 의미한다.

난독화된 코드를 해제하면 [그림 1-7]의 URL 주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스키 값과 함께 헥스 값이 섞여 있어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헥스 값을 해제하면 [그림 1-8]과 같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URL 주

소를 확인할 수 있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JS/Agent(2012.03.03.00)

- JS/Cve-2011-2140(2012.03.03.00)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CVE-2010-0754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의 CVE-2010-0754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다. 이 취약점은 2012년 2월 어도비 사에서 이미 보

01. 악성코드 동향
  b. 악성코드 이슈

[그림 1-5] 스페이스 바와 탭 키로 난독화된 코드

[그림 1-6] 헥스 편집기에서 보이는 난독화된 부분

[그림 1-7] 난독화 부분 해제 시 보이는 값

[그림 1-8] 헥스 값 해제

[그림 1-9] CVE-2010-0754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첨부 파일의 등록 정보

안 패치를 발표(APSB12-03)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그림 1-9]와 같

이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로 유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워드 문서 'Iran's Oil and Nuclear Situation.doc' 

파일의 내부에는 [그림 1-10]과 같은 플래시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1. 이 플래시 파일은 특정 파일을 드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악성 워

드 문서 파일에서 플래시 파일을 추출하여 태그 정보를 확인하면, [그

림 1-11]과 같이 'DoABC2' 태그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추출된 플래시 파일은 [그림 1-12]와 같이 특정 서버에서, 취약한 

MP4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3. 해당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된 MP4 파일은 [그림 1-13]과 같이 

MP4 파일의 헤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상 파일이다. 

이 파일을 플래시 플레이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생한다.

4. CVE-2010-0754 취약점을 이용해 다운로드된 악성코드는 temp 

폴더에 생성되며 [그림 1-14]와 같이 자바 업데이트 체크 프로그램으

로 위장한다.

5. 해당 악성코드는 [그림 1-15]의 경로에 복사되어 동작한다.

6. 이 악성코드는 [그림 1-16]의 URL 주소로 감염시킨 PC의 운영체

제 정보,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전송하고, 공격자의 명령을 수행

할 것으로 추정된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Dropper/Cve-2012-0754(2012.03.06.03)

- SWF/Cve-2012-0754(2012.03.06.03)

- MP4/Cve-2012-0754(2012.03.06.03)

- Win-Trojan/Yayih.4861440(2012.03.06.03)

- Win-Trojan/Renos.61440.E(2012.03.06.03)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

2012년 3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언론사 홈페이지, 취업 포털 사

이트 등 국내의 일부 웹 사이트를 통해서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Windows Remote Desktop)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악성코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PC

를 감염시키기 위해 CVE-2011-2140 취약점과 'http://images.

laha****.com/ee.jpg' URL을 이용했다.

이 악성코드는 감염된 PC에 C:\Windows\System32\dotply.

[그림 1-10] 워드 문서에 포함된 플래시 파일의 일부

[그림 1-11] 추출된 플래시 파일의 주요 정보

[그림 1-12] 취약한 MP4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부분

[그림 1-13] MP4 파일 헤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정상 파일

[그림 1-14] 자바 업데이트 체크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그림 1-15] 악성코드가 복사되는 경로

[그림 1-16] 악성코드 내부에서 발견된 URL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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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 파일과 C:\Windows\\dotply.dll파일을 생성한다. PC 내

에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의 정보가 저장된 Default.rdp 파일이 존

재하면 해당 파일을 미국에 있는 'http://info.10086chon*****.

com(74.3.***.16, CA)' 사이트로 전송한다. 그리고 C:\

Windows\\dotply.dll 파일은 DNS 정보를 요청하면서 특정 DNS 

서버로만 접속을 시도한다. 그 이유는 다른 DNS 서버로 접속할 때 

필터링 등의 이유로 정상 IP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Win-Trojan/Agent.102400.ADT(2012.02.27.00)

- Win-Trojan/Avkiller.101376.C(2012.02.27.00)

전	세계	은행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Cridex	악성코드

외국 은행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코드

가 발견되었다. 이 악성코드는 스팸 메일에 포함된 URL 링크나 침해

된 사이트에 삽입된 악성 스크립트를 통해 유포된다.

1.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그림 1-17]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다.

2. KB[숫자 8자리].exe 파일은 [그림 1-18]과 같이 자신의 복사본을 

부팅 시 실행되도록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또 하나의 파일은 

다운로드된 .exe 실행 파일을 제거하기 위한 배치 파일이다.

3.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그림 1-19]와 같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

는 C&C 서버에 접속을 시도한다.

4. 이 악성코드는 explorer.exe 프로세스를 후킹하여 C&C 서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접속을 요청한다. 이후 [그림 1-20]과 

같이 87.***.**.155에 접속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5. C&C 서버에 접속이 성공하면 수집된 사용자 PC의 정보를 서버

로 전송한다. 이 악성코드와 관련된 전 세계 금융권 도메인은 [그림 

1-21]과 같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 PC의 정보 및 화

면을 캡처하여 전송한다.

2012년 3월까지 국내 은행 및 금융권 관련 사이트는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외 은행을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Win32/Autorun.worm.67072.J(2012.03.02.03)

KISA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

최근 국내 유명 은행 사이트를 사칭하여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사이트에 이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정보까지 탈

취하는 피싱 사이트가 발견되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사이트와 24시간 

사이버 도우미 전화인 118 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피싱 사이트 운영

자는 이 두 사이트의 관리자를 사칭하여 [그림 1-22]와 같은 문자 

메시지로 접속을 유도했다.

[그림 1-17] 악성코드 감염 시 생성되는 파일

[그림 1-18] 부팅 시 자동 실행되도록 레지스트리에 등록

[그림 1-19]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C&C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상태

[그림 1-20] explorer.exe 프로세스를 후킹하여 C&C 서버에 접속 시도

[그림 1-21] 대상 은행 URL 목록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접속하면 [그림 1-23]과 같이 정상 사

이트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KISA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림 1-24]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팝업 창과 함께 이용 약관 관련 창이 나타난다.

그러나 피싱 사이트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1-25]와 같이 이

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1-26]

과 같은 가짜 본인 인증 페이지가 나타난다. 

인증 수단을 선택하면 [그림 1-27]과 같은 각종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창이 나온다.[그림 1-24] 정상 사이트에서 조회할 때 나타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팝업 창

[그림 1-23] KISA에서 운영하는 주민번호 클린센터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

[그림 1-26]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사이트의 페이지

[그림 1-27] 피싱 사이트의 개인 금융 정보 탈취 관련 화면

[그림 1-25] 피싱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화면

[그림 1-22] KISA 24시간 사이버 도우미 전화번호인 118을 사칭하여 
 보낸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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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피싱 사이트의 접속을 유도

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외	금융	정보	탈취	악성코드

'송금이 되었다'는 본문 내용과 함께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링크를 포

함한 스팸 메일이 발견되었다. [그림 1-28]과 같이 포르투갈어로 작

성되어 국내 사용자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의할 필요

가 있다. ‘Comprovante’는 포르투갈어로 영수증인데, 한국어의 

입금 확인증과 같은 의미이다.

링크된 압축 파일은 [그림 1-29]와 같이 Comprovante_Tfonline.exe 

파일을 포함한다.

1. Comprovante_Tfonline.exe 파일을 실행하면 '%USERPROFILE%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Temp\ytube.exe'에 자신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실행한다. 

2. ytube.exe 파일은 특정 IP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다운

로드한다.

- 23.20.58.251/index1.html

- 23.20.69.206/md1.bmp ~ md8.bmp

- 23.20.150.115/atube.bmp, ntube.bmp, btube.bmp

3. 다운로드된 파일들은 다음의 파일을 생성 및 실행한다.

atube.bmp : %USERPROFILE%\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01U79NB5DE2G2T2\operaxxp.exe

ntube.bmp : %USERPROFILE%\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01U79NB5DE2G2T2\mixhan.exe

4. index1.html 파일은 다른 파일에서 파라미터로 사용될 것으로 추

정되는 [그림 1-30]과 같은 문자열 정보를 가진다.

5. btube.bmp, md1.bmp, md2.bmp, md4.bmp, md5.bmp, md6.

bmp, md7.bmp, md8.bmp 파일은v  [그림 1-31]과 같은 형태의 이

미지 파일이다.

데이터 파일인 md3.bmp는 operaxxp.exe 파일에서 사용되는 파일

로 추정된다. 스트링 정보를 보면 [그림 1-32]와 같다.

6. mixhan.exe 파일은 67.202.19.187:80으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분석 당시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7. operaxxp.exe 파일은 메모장(notepad.exe)에 인젝션하여 동작

하면서 [그림 1-33]과 같은 랜덤한 이름의 폴더 및 파일을 생성한

다. 또 [그림 1-34]의 C:\ProgramData\BqadnsY\AphrufD\

[그림 1-28]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스팸 메일의 원본

[그림 1-29] 압축 해제된 악성코드 파일

[그림 1-30] index1.html 접속 페이지

[그림 1-31] 다운로드된 btube.bmp 파일

[그림 1-32] md3.bmp 파일의 문자열 내용

TkbvidL.exe 파일을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8. 이외 C:\ProgramData\BqadnsY 하위 폴더에 생성되는 폴더 

및 파일은 다음과 같다.

-  BdkctaX 폴더: md1.bmp, md2.bmp, md3.bmp, md4.bmp,  

 md5.bmp, md6.bmp, md7.bmp, md8.bmp, md9.bmp 

 [그림 1-31]과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 파일이다.

-  TuvswgM 폴더: md3.bmp 파일의 스트링 정보와 같은 이미지,

 텍스트 파일들이 생성되며 그 중 일부 이미지 파일은 

 [그림 1-35]와 같다.

이 악성코드는 [그림 1-35]의 생성된 파일들을 이용하여 국외 유명 

금융 사이트를 접속할 때 입력한 사용자 계정 정보, 패스워드, 신용

카드 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정보 및 보안카드 정보 등

을 탈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Win-Trojan/Downloader.54272.BH(2012.03.13.00) 

- Win-Trojan/Agent.222720.AQ(2012.03.13.00)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파일	유출	악성코드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를 사칭한 허위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 메

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프리미엄 환불 서비스' 홍보 내용

과 함께 악성코드 유포 URL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URL이 국내 사

이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클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문에 포함된 링크는 [그림 1-37]과 같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URL로 접속하게 되어 있다.

이 링크('hxxp://www.t******.kr/mail/***_Service01.html')를 클릭하

면 자바 애플릿(Java applet)이 실행되면서 [그림 1-38]의 보안 경

고 창이 나타난다. 

이때 실행을 클릭하면 악성 파일('hxxp://www.t******.kr/mail/xyz.

exe')이 다운로드되며, 이 파일을 실행하면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사

이트로 리다이렉트된다. 단, 자바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은 애플릿

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림 1-36] 악성코드 유포 메일 원문

[그림 1-37] 악성코드 유포 URL 스크립트

[그림 1-38] 자바 애플릿 실행 보안 경고

[그림 1-33] C:\ProgramData\BqadnsY 폴더 내용

[그림 1-34] C:\ProgramData\BqadnsY\AphrufD 폴더 내용

[그림 1-35] TuvswgM 폴더에 생성되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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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애플릿에 의해 실행되는 Signed_Update.jar 코드는 [그림 

1-39]와 같이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의 파라미터 정보를 받아 실행

된다. 이 코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구분해

서 실행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다운로드된 파일은 윈도우에서만 

동작하며 다른 운영체제에 설치되는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URL

은 없었다.

다운로드된 악성 파일의 디지털 서명 정보는 국내 특정 업체에서 발

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림 1-40]과 같이 인증서 정보에 

‘발급자가 인증서를 해지했습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업체에서 인증서 유출을 확인하고 해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악성 파일은 다음의 동작을 수행한다.

1. xyz.exe 파일이 실행되면 아래의 파일을 생성하고 레지스트리 시

작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파일 생성]

- C:\tmp\Kernel.dll(5,120바이트)

- C:\tmp\lkcmmdj9xnow.exe(45,904바이트/실행될 때마다 xyz.

exe 파일과 동일한 형태, 랜덤한 이름으로 생성된다.)

- C:\tmp\tran.exe(4,608바이트)

[레지스트리 생성]

-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Run\WarHead

"C:\tmp\lkcmmdj9xnow.exe“

2. lkcmmdj9xnow.exe 파일은 'war.******.com (121.**.***.138)', 

'war.*****.com (174.***.***.75)', 'war.*****.com (121.**.***.138)' 

주소를 포함한다. 이 파일은 [그림 1-41]과 같이 'war.*****.com'

으로 주기적으로 연결을 시도하지만, 분석 당시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 추가 동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OllyDbg', 'Regmon', 

'Iceword' 등과 같은 디버깅 및 파일 탐지 툴들이 실행되면 자신의 

동작을 멈추는 기능이 있다.

3. tran.exe 파일은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으며 C&C 서버로부

터 업로드할 파일과 전송할 주소를 받아 동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Kernel.dll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며 인코딩된 PE 파일로 보인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HTML/Downloader(2012.03.01.00)

- Win-Trojan/Horst.45904.B(2012.03.01.00)

- Win-Trojan/Agent.4608.JG(2012.03.02.04)

온라인	게임핵	변종의	지속적인	유포

침해된 국내 웹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온라인 게

임핵 악성코드는 보안 제품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종

이 생기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임핵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윈도우 시

스템 파일(ws2help.dll)이 교체됐던 시스템에서 치료 후에도 재감염

되는 증상이 발견되었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아래의 파일들이 생성된다.

- C:\Windows\SYSTEM32\ws2help.dll

- C:\Windows\SYSTEM32\dllcache\ws2help.dll

- C:\Windows\Tasks\sso1.dat(과거: SA1.dat의 변종)

- C:\Windows\Temp\del[6자리].bat(여러 개가 생성되며 실행 

직후 삭제된다. 각각의 파일은 드로퍼를 삭제하고 sso1.dat 파일을 

ws2help.dll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다.)

[그림 1-39] Signed_Update.jar 코드의 내용 일부

[그림 1-40] xyz.exe 파일의 디지털 서명 정보

[그림 1-41] lkcmmdj9xnow.exe 파일 실행 시 패킷 정보

악성코드가 생성한 스레드는 지속적으로 ws2help.dll 파일을 모니터

링한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s2help.dll 파일 변경 : 악성 파일의 사본(sso1.dat)과 파일 크기

를 비교하여 다른 경우 재감염

2. sso1.dat 파일 삭제 : ws2help.dll 파일을 삭제. 이후 재부팅 시 부

팅 불가[그림 1-42]

2011년 11월 발견된 SA01.dat 파일과 감염 형태는 같다. 참고로, 

sso1.dat 파일은 수집 시, [그림 1-43]과 같이 악성코드에 의해 교체

된 ws2help.dll 파일의 PE 헤더만 변경(MZ → 00)된 파일이다.

감염된 시스템은 다음의 전용 백신으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 http://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vaccView.

do?seq=105

<V3 제품군의 진단명>

- Win-Trojan/Patcher.79357(2012.03.12.00)

- Win-Trojan/PatchedA.Gen(2012.03.13, 전용 신)

CVE-2012-0754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파되는	온라인	게임

핵	악성코드

얼마 전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취약점을 이용한 타깃 공격

(Targeted Attack)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관련 내용 : http://asec.

ahnlab.com/785). 최근 이 취약점을 이용해 타깃 공격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온라인 게임핵이 국내 웹 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해당 취약점은 [그림 1-44]와 같은 액션 스크립트이며 웹 페이지에 

삽입된 악성 SWF 파일에서 MP4 파일(ee.jpg)을 로드한다.

이 취약점은 이전부터 공격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용됐던 MP4 파일 

관련 취약점인 CVE-2011-2140과 감염되는 형태나 패턴은 유사하

지만 생성되는 악성코드 파일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취약점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CVE-2011-

2140 취약점은 ea.jpg 파일명을, CVE-2012-0754 취약점은 

ee.jpg 파일명을 사용하여 MP4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한다. [그림 

1-45]는 ea.jpg 파일, [그림 1-46]은 ee.jpg 파일의 구조다.

현재 국내의 많은 사이트에서 해당 취약점을 이용한 온라인게

임핵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으므로 http://get.adobe.com/kr/

flashplayer/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버전의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

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림 1-47]과 같이 사

용 중인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2] ws2help.dll 삭제 시 발생한 부팅 불가 메시지

[그림 1-43] sso1.dat 파일의 변경된 PE 헤더

[그림 1-44] SWF 파일 내부에 포함된 액션 스크립트에서 MP4 파일을 
 로드하는 부분

[그림 1-45] CVE-2012-0754 취약점 관련 MP4 파일

[그림 1-46] CVE-2011-2140 취약점 관련 MP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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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성코드는 보안 제품을 무력화하는 AV Kill 기능과 [그림 1-48]

과 같이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탈취하는 기능이 있다.

악성코드에 의하여 생성 및 변조되는 파일은 다음과 같다.

- C:\WINDOWS\system32\WindowsEx.dll

- C:\WINDOWS\system32\ws2help.dll(원본은 ws2helpxp.dll

로 백업된다.)

감염된 시스템은 다음의 전용 백신으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

- http://www.ahnlab.com/kr/site/download/vacc/vaccView.

do?seq=105

<V3 제품군의 진단명>

- Trojan/Win32.OnlineGameHack

- JS/Agent

- SWF/Exploit

은폐형	온라인	게임	계정	탈취	악성코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악성코드는 주로 정상적인 시스템 파

일을 패치하여 감염시키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은폐된 상

태로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감염 시 

생성되는 파일과 등록되는 레지스트리 값은 다음과 같다.

[생성된 파일]

- C:\WINDOWS\olesau32.dll

- C:\WINDOWS\system32\olesau32.dll

- C:\WINDOWS\system32\drivers\ahnurl.sys

[등록된 레지스트리]

- HKLM\SYSTEM\ControlSet001\Services\ahnurl\

ImagePath 

(데이터: ??\C:\WINDOWS\system32\drivers\ahnurl.sys")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특정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다. 주요 탈취 대상이 되는 게임 프로

그램 및 게임 사이트는 한게임, 넷마블, 피망, 던전앤파이터, 테라,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등이다.

ahnurl.sys 파일은 [그림 1-49]과 같이 ZwQueryDirectoryFile, 

ZwSetInformationFile을 후킹하여 자신과 olesau32.dll 파일을 은폐

된 상태로 동작시킨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Win-Trojan/Onlinegamehack.44637

- Win-Trojan/Rootkit.28928.C

[그림 1-47]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화면

[그림 1-48] 악성코드가 탈취하려는 온라인 게임 리스트

[그림 1-49] 은폐를 위한 커널 후킹

트위터로	전파되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를 발송하고 추가적인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Android-Trojan/Fakeinst의 변종이 최근 다수의 국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포 중인 것이 발견되었다.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된 트윗들은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인기 애플리케이션의 소개글이나 의미 없

는 단어 속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URL을 포함하고 있다.

트윗에 포함된 단축 URL을 클릭하면 [그림 1-51]의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페이지들은 주로 인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브라우저, 모바일 백신 등)의 설치 페이지로 위장하고 있다.

이 페이지를 통해 설치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동작

한다.

- 감염된 스마트폰의 개인정보(IMEI, IMSI,phone number 등)를 특정 서

버로 전송

- premium number로 SMS를 전송하여 과금 유도

-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주기적으로 다른 악성코드 설치 유도

악성 행위에 관련된 코드들은 [그림 1-55]와 같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 Android-Trojan/Fakeinst

- Android-Trojan/FakeIM

01. 악성코드 동향
 c. 모바일 악성코드 이슈

 

[그림 1-50] 악성코드 유포 트윗

[그림 1-51] 악성코드 설치 유도 페이지

[그림 1-52] 악성코드 유포 웹 페이지

[그림 1-53] 악성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그림 1-54] 주기적으로 접속하는 악성코드 설치 유도 페이지

[그림 1-55] 악성 행위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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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업데이트	현황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보안 업데이트는 윈도우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취약점으로 긴급 1

건, 중요 4건, 보통 1건의 총 6건이다. 특히 MS12-020은 원격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이미 관련 공격 코드가 공개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02. 보안 동향
  a. 보안 통계

[그림 2-1] 공격 대상 기준별 MS 보안 업데이트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011.03 - 2012.03

[표 2-1] 2012년 3월 주요 MS 보안 업데이트

긴급 원격 데스크톱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MS12-020)

중요 DNS 서버의 취약점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 문제점(MS12-017)

중요 윈도우 커널 모드 드라이버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승 문제점(MS12-018)

중요 Visual Studio의 취약점으로 인한 권한 상승 문제점(MS12-021)

중요 Expression Design의 취약점으로 인한 원격 코드 실행 문제점(MS12-022)

보통 DirectWrite의 취약점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 문제점(MS12-019)

위험도 취약점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취약점	발표		
		
2012년 3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공개적으로 보고된 CVE-

2012-0002의 원격 데스크톱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MS12-020 긴

급 업데이트를 발표하였다. 원격 데스크톱은 이용도가 높은 프로토

콜로, 실행 가능 코드가 공개될 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점이다. 

이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코드도 공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RDP(Remote Desktop Protocol)는 데스크톱에 가상 세션을 만들어 이

를 통해 사용자가 원격으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응용 프로

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공격자가 RDP의 취약점을 이용하면 악

성코드를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시스템을 완

전히 제어할 수 있다. 2012년 3월까지는 서비스 거부 공격 코드만 공

개되고 원격에서 실행 가능한 공격 코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코

드 구조상 공격 코드가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RDP는 [그림 2-2]와 같은 방식으로 통신하며, 취약점은 연결 초기화 

과정과 기본 설정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다.

알려진 서비스 거부 공격 사례를 보면 도메인 파라미터 구조체

는 정의된 값으로 초기화되어야 한다. 이때 targetParameters의 

maxChannelIds 값이 6보다 작으면 커널(termdd.sys, rpdwd.sys)의 

'Use After Free' 취약점이 발생한다.

서비스 거부 공격에 성공하면 [그림2-4]와 같은 크래시 화면이 나타

난다. 

또한 중국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그림 2-5]와 같은 커맨드 라인

(Command Line)과 GUI(Graphic User Interface) 툴들도 공유되고 있

다.

02. 보안 동향
  b. 보안 이슈

[그림 2-2] RDP 연결 과정(출처: 마이크로소프트 MSDN)

[그림 2-3] RDP 서비스 거부 공격 패킷 

[그림 2-4] RDP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의한 시스템 크래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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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S12-020 패치를 적용하거나 윈

도우에서 원격 데스크톱 기능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는 '제어판->시

스템->원격 설정 옵션'에서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지원 연결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된다.

원격 데스크톱은 관리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

며, 영향을 받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Windows XP

- Vista Ultimate

- Windows Server 2003

- Windows 7

- Windows Server 2008

- Windows Server 2008 R2

윈도우 2008과 윈도우 7부터 '터미널 서비스'에서 '원격 데스크톱'으

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TCP/3389 포트를 이용한다.

<TrusGuard 탐지명>

- ms12-020_rdp_exploit(CVE-2012-0002)

자바	최신	버전	사용	권장		
		
웹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래시 취약점 등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자바 취

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자바 업데이트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자바는 윈도우, 플래시 플레이어 등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

다. 때문에 PC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

래된 버전을 계속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고, 이를 악용한 웹 공격이 증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VE-2011-3544 취약점이 공격에 자주 이용되는데, 이

를 통해 JRE 환경에서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공격 코드에 

JSXX VIP Script를 이용해 만들어진 악성 스크립트 파일이 다수 확인

되었다. 일반적인 공격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한 사이트에서 ‘www._[deleted]_.com?iframe=XXX’와 같이 호

출된다.

2. 호출되면 여러 개의 요청 파일 중에서 [그림 2-8]과 같은 침해된 

사이트에 삽입된 ‘www. _[deleted]_.com/some.js’ 파일을 호출한

다. 

‘www._[removed]_.com\/XXX\/XXX.html?XXX’는 악성 스크립

트로 pack되어 있으며 플래시나 자바 애플릿 등의 취약점을 통해 악

성코드를 다운로드한다.

[그림 2-5] BSOD를 유발하는 MS12-020 취약점 공격 툴

[그림 2-6]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MS12-020 취약점 공격 툴

[그림 2-7] 원격 데스크톱 설정 화면 

[그림 2-8] 침해 사이트에 삽입된 js 파일의 일부

이러한 자바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최

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림 2-10]과 같은 명령어나 ‘http://www.java.com/ko/

download/installed.jsp' 사이트 방문을 통해 현재 컴퓨터에 설치된 

자바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데이트 가능 여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난독화되어 있는 코드를 해독한 화면

[그림 2-10] 자바 버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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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웹 보안 동향
  a. 웹 보안 통계

웹사이트	악성	코드	동향

안랩의 웹 브라우저 보안 서비스인 사이트가드(SiteGuard)를 활용한 웹 사이트 보안 통계 자료에 의하

면, 2012년 3월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웹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는 총 2만 5873건이었다. 악성코드 유

형은 619종,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은 397개,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은 2137개였다. 이는 2012

년 2월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월별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2012년 3월 악성코드 배포 웹 사이트 URL 접근에 대한 차단 건수는 지난 달 7만 3746건에 비해 

65% 감소한 2만 5873건이었다.

[표 3-1] 웹 사이트 악성코드 동향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악성코드	유형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630

619

73,746

25,873
403

397
5,079

2,137

-64.9%

2012.02
2012.03

150,000

125,000

75,000

100,000

50,000

25,000

0

2012.01 2012.02 2012.03

41,181
-3.7%

73,746
+79.1%

25,873
-64.9%

+32,565
-47,873

[그림 3-1] 월별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변화 추이

월별	악성코드	유형	

2012년 3월의 악성코드 유형은 전달의 630종에 비해 2% 줄어든 619종이었다.

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2012년 3월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은 397건으로 2012년 2월의 403건에 비해 1% 감소했다.

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2012년 3월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은 전월의 5079건에 비해 58% 감소한 2137건이었다.

[그림 3-2] 월별 악성코드 유형 수 변화 추이

[그림 3-3] 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수 변화 추이

[그림 3-4] 월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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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를 보면 트로이목마가 7099건/27.4%로 가장 많았고, 애드웨어가 

5719건/22.1%인 것으로 조사됐다.악성코드 배포 최다 10건 중에서 Win-Adware/ToolBar.

Cashon.308224이 3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Dropper/Small.Gen이 2072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 3-2]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그림 3-5]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표 3-3] 악성코드 배포 최다 10건 

유형 건수 비율

TROJAN 7,099 27.4%
ADWARE 5,719 22.1%
DOWNLOADER 3,340 12.9%
DROPPER 2,929 11.3%
APPCARE 1,367 5.3%
Win32/VIRUT 199 0.8%
SPYWARE 121 0.5%
WIN-CLICKER 109 0.4%
JOKE 108 0.4%
ETC 4,882 18.9%

25,873 100.0%

4,000

8,000

SPYWARE 121
WIN-CLICKER

JOKE
109
108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7 Win-Adware/ToolBar.Cashon.308224 3,105 24.6%

2 NEW Dropper/Small.Gen 2,072 16.4%

3 �1 Downloader/Win32.Korad 1,599 12.5%

4 �1 Win-AppCare/WinKeyfinder.973512 1,246 9.9%

5 — Downloader/Win32.Totoran 1,109 8.8%

6 �2 Adware/Win32.KorAd 874 6.9%

7 NEW Unwanted/Win32.WinKeygen 735 5.8%

8 NEW Unwanted/Win32.WinKeyfinder 707 5.6%

9 �2 Trojan/Win32.HDC 607 4.8%

10 NEW Trojan/Win32.FakeAV 588 4.7%

12,642 100.0%

0

TROJAN 7,099

DOWNLOADER
ETC

ADWARE

3,340
4,882

5,719

1,367APPCARE

Win32/VIRUT

2,929DROPPER

199

2012년	3월	침해	사이트	현황	

[그림 3-6]은 악성코드 유포를 목적으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던 사이트

의 현황이다. 전월보다 약 2.5배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명절 등으로 

주춤했던 취약한 웹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침해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된	악성코드	최다	10건

[표 3-4]는 3월 한 달 동안 침해된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었던 악성

코드 최다 10건이다. 가장 많이 유포된 Win-Trojan/Patched.64512.

B(이하 Patched.64512.B)는 48개의 국내 웹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

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보면 [그림 3-7]과 같이 전월과 같이, 언론사

>P2P&웹하드>기타 순이었다. 몇몇 언론사는 메인 URL과 함께 다수

의 하위 URL을 서비스하면서 같은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했

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삽입되었던 악성 

스크립트는 탭 키와 스페이스 바를 이용한 난독화 코드로 되어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다.

03. 웹 보안 동향
  b. 웹 보안 이슈

[표 3-4] 2012년 1월 악성코드 최다 10건

순위 악성코드명 건수

1 Win-Trojan/Patched.64512.B 48

2 Win-Trojan/Patcher.133632 40

3 Win-Trojan/Agent.62976.IC 26

4 Win-Trojan/Onlinegamehack.139264.CX 25

5 Trojan/Win32.Patcher 16

6 Win-Trojan/Patcher.141176.B 16

7 Win-Trojan/Patcher.144192 16

8 Trojan/Win32.Patcher 16

9 Trojan/Win32.Patcher 12

10 Win-Trojan/Patched.143360.D 9

[그림 3-7] Win-Trojan/Patched.64512.B 유포 사이트

[그림 3-6] 2012년 3월 악성코드 유포 목적의 침해 사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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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코드 동향
  a. 악성코드 통계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NEW Trojan/Win32.adh 2,417,926 15.8%

2 �1 JS/Agent 2,086,223 13.6%

3 NEW Trojan/Win32.hdc 1,356,630 8.9%

4 NEW Trojan/Win32.Gen 1,314,212 8.6%

5 NEW Malware/Win32.generic 1,294,300 8.5%

6 �4 Textimage/Autorun 1,167,790 7.6%

7 NEW Trojan/Win32.fakeav 869,213 5.7%

8 NEW Adware/Win32.korad 715,846 4.7%

9 NEW Trojan/Win32.agent 515,965 3.4%

10 NEW Trojan/Win32.genome 430,830 2.8%

11 �5 Win-Trojan/Agent.465408.T 368,978 2.4%

12 NEW Html/Iframe 356,442 2.3%

13 NEW Downloader/Win32.agent 350,376 2.3%

14 NEW Downloader/Win32.adload 328,078 2.1%

15 NEW Java/Agent 316,930 2.1%

16 NEW ASD.PREVENTION 305,971 2.0%

17 �9 JS/Iframe 297,327 1.9%

18 NEW Backdoor/Win32.asper 289,823 1.9%

19 �8 Html/Agent 266,624 1.7%

20 NEW Adware/Win32.startpage 266,379 1.7%

15,315,863 100.0%

[표 4-1]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최다 20건(감염 보고, 악성코드명 기준) 

2. 2012년 1분기 보안 동향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최다	20건

ASEC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분기에 감염이 보고된 악성코드는 전체 4143만 4881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분기의 3771만 5390건에 비해 371만 9491건이 증가한 수치다([그림 4-1]).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악성코드는 Trojan/Win32.adh다. JS/Agent와 Trojan/Win32.hdc가 그 다음

으로 많이 보고됐으며 최다 20건에 새로 포함된 악성코드는 총 15건이었다([표 4-1]).

[그림 4-1] 월별 악성코드 감염 보고 건수 변화 추이

20,000,000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0

2012.01 2012.02 2012.03

-287,127 +156,432

13,663,774
-2.1%

13,950,901
-4.8%

13,820,206
+1.1%



z

ASEC REPORT
Vol.27

Malicious Code Trend
Security Trend
Web Security Trend 

31 3231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감염보고	최다	20

[표 4-2]는 악성코드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악성코드별 변종을 종합한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최

다 20건이다. 2012년 1분기에는 Trojan/Win32가 총 853만 2482건으로 최다 20건 중 31.8%의 비율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dware/Win32가 221만 6958건, JS/Agent가 209만 1101건도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NEW Trojan/Win32 8,532,482 31.8%

2 NEW Adware/Win32 2,216,958 8.3%

3 �2 JS/Agent 2,091,101 7.8%

4 �2 Win-Trojan/Agent 1,965,752 7.3%

5 �2 Win-Adware/Korad 1,579,393 5.9%

6 NEW Malware/Win32 1,541,952 5.7%

7 NEW Downloader/Win32 1,284,449 4.8%

8 �1 Win-Trojan/Downloader 1,254,617 4.7%

9 �5 Textimage/Autorun 1,168,028 4.4%

10 �2 Win-Trojan/Onlinegamehack 913,202 3.4%

11 NEW Backdoor/Win32 602,447 2.2%

12 �1 Win32/Virut 555,035 2.1%

13 �3 Win32/Conficker 549,169 2.0%

14 �2 Win32/Autorun.worm 438,718 1.6%

15 — Win32/Kido 422,978 1.6%

16 NEW Win-Trojan/Korad 392,273 1.5%

17 NEW Html/Iframe 356,442 1.3%

18 NEW Dropper/Win32 331,849 1.2%

19 NEW Java/Agent 316,930 1.2%

20 NEW Packed/Win32 315,024 1.2%

26,828,799 100.0%

[표 4-2] 악성코드 대표진단명 1분기 최다 20건 

2012년	1분기	신종	악성코드

[표 4-3]은 2012년 1분기에 신규로 접수된 악성코드 중 고객으로부터 감염이 보고된 최다 20건이다. 

2012년 1분기 신종 악성코드는 Exploit/Cve-2011-3544가 24만 5663건으로 전체의 15.2%로 가장 많

았으며, Win-Adware/KorAd.1038848가 23만 285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보고됐다.

순위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Exploit/Cve-2011-3544 245,663 15.2%

2 Win-Adware/KorAd.1038848 232,852 14.4%

3 Win-Trojan/Downloader.74240.AE 145,390 9.0%

4 Win-Trojan/Downloader.1947648 96,571 6.0%

5 Win-Trojan/Downloader.53248.PV 66,431 4.1%

6 Win-Trojan/Korad.450560.C 65,153 4.0%

7 Win-Trojan/Agent.582144.F 63,621 3.9%

8 Win-Adware/Pop2Click.591872 62,851 3.9%

9 Win-Adware/KorAd.1462784 62,363 3.8%

10 Win-Adware/KorAd.1253376 62,341 3.8%

11 Win-Trojan/Downloader.92160.BM 60,945 3.8%

12 Win-Adware/Shortcut.316928 59,630 3.7%

13 JS/Agnet 58,050 3.6%

14 Win-Trojan/Downloader.900096 54,267 3.3%

15 Win-Adware/KorAd.1491456 52,214 3.2%

16 Win-Trojan/Downloader.544768.N 49,919 3.1%

17 Win-Adware/KorAd.229376.E 46,285 2.9%

18 Win-Trojan/Rootkit.28928.C 45,733 2.8%

19 Win-Trojan/Korad.796160 44,622 2.8%

20 Win-Adware/KorAd.1277440 44,345 2.7%

1,619,246 100.0%

[표 4-3] 2012년 1분기 신종 악성코드 최다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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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보고

[그림 4-2]는 2012년 1분기 동안 안랩 고객으로부터 감염이 보고된 악성코드의 유형별 비율을 집계한 결과다.

2012년 1분기의 악성코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트로이목마가 42.7%, 스크립트가 13.2%, 웜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

2012년 1분기의 신종 악성코드 유형을 보면 트로이목마가 55%로 가장 많았고, 애드웨어가 28%, 드로퍼

가 5%였다.

[그림 4-2]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별 감염 비율

DOWNLOADER 1%

ADWARE  28%

DROPPER  5%

ETC 8%

SCRIPT  2% WORM  1%

TROJAN 
55%

2012 1/4

[그림 1-4] 신종 악성코드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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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은 전 분기의 2072종에 비해 7% 줄어든 1920종이었다.

2012년	1분기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2012년 1분기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은 전 분기의 1326건에 비해 12% 증가한 1489건이었다. 

2012년	1분기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2012년 1분기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은 전 분기의 1만 8130건에 비해 3% 증가한 1만 8740건이었다.

03. 웹 보안 동향
  a. 웹 보안 통계

2012년	1분기	웹사이트	악성	코드	동향

안랩의 웹 브라우저 보안 서비스인 사이트가드(SiteGuard)를 활용한 웹 사이트 보안 통계 자료에 의하

면, 2012년 1분기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웹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는 총 14만 800건이었다. 악성코드 

유형은 1920종,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은 1489개,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은 1만 8740개였다.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배포 웹 사이트 URL 접근에 대한 차단 건수는 2011년 4분기의 10만 8405건

에 비해 30% 증가한 14만 800건이었다.

[표 4-4] 2012년 1분기 웹 사이트 보안 요약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악성코드	유형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2,072

1,920

108,405

140,800
1,326

1,489
18,130

18,740

+29.9%

2011 4/4
20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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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분기별 악성코드 배포 URL 차단 건수 변화 추이

[그림 4-5] 분기별 악성코드 유형 수 변화 추이

[그림 4-6] 분기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도메인 수 변화 추이

[그림 4-7] 분기별 악성코드가 발견된 URL 수 변화 추이

1,000

800

600

400

200

0

2012.01 2012.02 2012.03

-41 -11

671
-1.3% 630

-6.1%
619
-1.7%

1,000

800

600

400

200

0

2012.01 2012.02 2012.03

-286

-6

689
+44.4%

403
-41.5%

397
-1.5%

10,000

12,000

8,000

6,000

4,000

2,000

0

2012.01 2012.02 2012.03

-6,445

-2,942

5,079
-55.9%

11,524
+10.7%

2,137
-57.9%



ASEC REPORT
Vol.27

Malicious Code Trend
Security Trend
Web Security Trend 

37

VOL. 27
ASEC REPORT Contributors

Disclosure to or reproduction 

for other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authorization of AhnLab is 

prohibited.

Copyright (c) AhnLab, Inc. 

All rights reserved.

집필진 

책임 연구원 정 관 진

선임 연구원 안 창 용

선임 연구원 장 영 준

연구원 심 상 우

연구원 이 정 신

참여연구원     ASEC 연구원

 SiteGuard 연구원

편집장 

선임 연구원 안 형 봉

편집인 안랩 세일즈마케팅팀

디자인 안랩 UX디자인팀 

감  수 

전      무 조 시 행

발행처 (주)안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T. 031-722-8000 

 F. 031-722-8901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를 보면 드로퍼가 5만 1877건/36.8%로 가장 많았고, 트로이목마가 3만 

1282건/2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 배포 최다 10건 중에서 Win-Dropper/KorAd.2008816

이 4만 4877건으로 가장 많았고 Win-Trojan/Agent.848000이 7650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 3-2]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그림 4-8]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유형별 배포 수 

[표 4-6] 2012년 1분기 악성코드 배포 최다 10건

유형 건수 비율

DROPPER 51,877 36.8%
TROJAN 31,282 22.2%
DOWNLOADER 17,416 12.4%
ADWARE 15,146 10.8%
APPCARE 5,507 3.9%
WIN-CLICKER 1,672 1.2%
Win32/VIRUT 1,184 0.8%
SPYWARE 530 0.4%
JOKE 502 0.4%
ETC 15,684 11.1%

140,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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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등락 악성코드명 건수 비율

1 NEW Win-Dropper/KorAd.2008816 44,877 51.2%

2 NEW Win-Trojan/Agent.848000 7,650 8.7%

3 — Downloader/Win32.Korad 6,902 7.9%

4 ▲1 Downloader/Win32.Totoran 4,991 5.7%

5 NEW Win-AppCare/WinKeyfinder.973512 4,847 5.5%

6 �4 Win-Adware/ToolBar.Cashon.308224 4,508 5.1%

7 �6 Downloader/Win32.Genome 4,372 5.0%

8 NEW Adware/Win32.KorAd 4,223 4.8%

9 NEW Dropper/Small.Gen 3,057 3.5%

10 �4 Unwanted/Win32.WinKeygen 2,300 2.6%

87,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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