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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은 왜 필요한가?

E x p E r T  C O l u m N  period of Software

2014년부터 IT 업계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모바일의 급격한 확산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정책의 발표로 코딩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워졌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하여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과

연 소프트웨어 교육이 논리, 사고, 창의에 관한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월간 ‘安’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소프트웨어와 창의력,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해 2회에 걸쳐 정

리하고자 한다.

<연재 목차>

 1부_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 (이번 호)

 2부_소프트웨어와 창의력 (2015년 5월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30대에서 5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과

정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다. [그림 1]은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

(Harvard Innovation Lab)에서 제작한 동영상(http://imgur.com/

tWvyfya)의 스크린 샷으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의 시간 동

안 책상 위의 아날로그 환경이 어떻게 디지털로 변화했는지를 잘 보

여주고 있다.

PC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은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인데 베이직(BASIC)부터 C언어가 확산되었고, 비주얼

(Visual) 시리즈의 등장과 함께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컴퓨터에서 동작하였고, 소프트웨어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1984년에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등장한 이래로 

매 5년마다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

끌어 왔다. 이 기간 동안 PC 통신의 확산,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의 확산, 스마트폰의 등장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클라우드

[그림 1]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에서 제작한 책상 위의 환경 변화 동영상 스크린샷

[그림 2] 5년마다 새로운 컴퓨팅 환경 확산

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확산까

지 경험하고 있다. 아마 2014년에 다시 5년을 더해 2019년이면 스마

트카(Smart Car)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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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900년대로 넘어와서 디지털 시대와 관련이 있는 컴퓨터

(computer)와 테크놀로지(technology)로 검색을 해보았다. 두 단어

의 빈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금(Gold)을 함께 검

색하였는데, 시대의 흐름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산업화의 절정

인 1940년대까지 금에 대한 언급 빈도가 정점을 이루는데, 컴퓨터와 

기술에 대한 언급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세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혹시 IT 업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닐

까, 왼쪽에 나오는 축의 비율이 너무 작은 숫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다른 단어를 보조적으로 입력해 보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교역되는 상품은 석유와 커피인데, 아래에 소프트웨어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 우리는 지금 커피보다 더 높고 석유만큼이나 빈번

하게 언급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회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창의력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제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인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볼 차례이다. 참고

할 수 있도록 역시 컴퓨터, 하드웨어(hardware)를 함께 입력하였다. 

예상 외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디바이스 환경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으니 당

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빈도로만 놓고 본다면 컴퓨팅 시대를 주

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지나서 그래프는 첫 번째로 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지만, 

추세는 몇 번의 파동 형태로 오르고 내리면서 점차 일반화되기 때문

에, 앞으로 몇 십년 간은 계속 컴퓨팅과 소프트웨어의 시대 흐름이 이

어질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시대

그럼 소프트웨어는 언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을까? 지금 소프트웨어

가 정말 주목받고 있을까? 필자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몸담고 있기 때

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

답하기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전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인 구

글의 도서관 스캔 프로젝트는 디지털화된 책 내용을 단어로 검색해 볼 

수 있는데, ‘Google Books Ngram Viewer(https://books.google.

com/ngrams)’이다. 이 서비스는 1800년부터 검색이 가능하다. 

먼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산업화

를 주도한 산업혁명 시대를 잘 나타내는 철과 철도에 대한 검색으로 

추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추세선을 얻을 수 있다. 1850년부터 빈

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40년대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Google Book Ngram Viewer 검색 결과 : iron, railway

[그림 6] Google Book Ngram Viewer 검색 결과 : oil, gas, coffee, software

[그림 5] Google Book Ngram Viewer 검색 결과 : computer, hardware, software

[그림 4] Google Book Ngram Viewer 검색 결과 : computer, technology,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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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성공적인 파트너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그 중 스텝 업은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파트너 교

육 프로그램으로, 파트너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Active X’가 골칫덩어리?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Active X’가 마침내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금융, 쇼핑 사이트 등에서 퇴출되고 있다. 이에 마

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 및 기관의 보안 및 IT 담당자들의 고심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안랩은 시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난 해 non-Acitve X 기반의 온라인 트랜잭션 보안 솔루션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AhnLab Safe Transaction)’을 출시한 바 있다. 

partner Step up 2015 S p O T l i g h T

AhnLab Partner Step Up Training Day 2015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으로 시작된 3월. 안랩도 파트너들과 함께 본격적인 2015년 비즈니스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안랩은 지난 3월 12일 판교 사옥에서 소프트웨어 부문 파트너 42개사의 실무진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랩 파트너 스텝 업 트레이닝 

데이 2015(AhnLab Partner Step Up Training Day 2015, 이하 스텝 업)’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랩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이

슈가 되고 있는 지능형 지속 위협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개인정보를 비롯해 최근 정부 기관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Active X’ 등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와 안랩 제품의 프리세일즈 전략을 공유하고 파트너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안랩과 파트너의 2015년 비즈니스가 힘차게 태동하는 현장을 들여다 보자. 

안랩, ‘기술·마케팅·파트너’ 

삼각 편대로 시장 선점한다!

▲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안랩 파트너 스텝 업 트레이닝 데이 2015’에는 파트너사 실무진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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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경 안랩 제품마케팅팀 차장은 Active X에 관련된 금융 거래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여전히 지속되는 APT의 위협, 해법은 없나 

지난 해 말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APT 대응 방안 마련이 올 한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부처의 경

우 연내 APT 대응 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외 주요 보안 벤더들은 최근 앞다퉈 APT 대응 솔루션을 출시하거나 

기존 솔루션에 APT 대응 기능을 추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보안 담당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민경 안랩 제품마케팅팀 차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권을 시작으로 Active X를 걷어내고 non-Active X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고 있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은 키보드 보안, 프로세스 검사, 브라우저 보호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돼 있어 한번의 설치만으로 모든 기

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안티피싱, 안티파밍, 메모리 해킹 방지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에이전트를 통해 위협에 대한 실시간 자동 또는 수동 대응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MTA(Mail Transfer Agent) 기능을 추가해 보안 관리자가 원

하는 구간에 대해 이메일 격리 조치 등이 가능하게 됐다.  MTA 기능은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기업 환경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 ‘정보보안 점검의 날’, ‘보안 지수화’는 어떻게?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고객사 보안 담당자들의 니즈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

라 금융권에도 4월 16일부터 ‘정보보안 점검의 날’이 시행됨에 따라 ‘안랩 내PC지키미’에 대한 금융권 고객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건용 안

랩 제품기획팀 과장은 “금융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특히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포함해 

보안 상태를 점수화하는, 이른바 ‘보안 지수화 사업’에 보안 담당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PC 취약점 점검 솔루션 ‘안랩 내PC지키미’는 42개 항목에 대해 업무용 PC의 보안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강제 조치’ 및 ‘자동 조치’ 기능

을 통해 취약한 항목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해 보안 관리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홈(Home) 화면에 보안 점수, 점수 추이 그래프 등을 제공하며 백신 강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패치 관리 솔루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의 연동 및 통합 관리 등 타제품과는 차별적인 보안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용 과장은 “내PC지키미의 보안 지수화 관련 모델과 함께 안랩의 엔드포인트 통합 관리 체계는 금융권 고객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랩의 개발과 기술 지원, 파트너의 연계를 통해 관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갈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랩

은 ‘증적 자료 제출’과 관련한 금융 분야의 시장 요구에 따라 안랩 내PC지키미의 리포트 기능에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오상언 안랩 제품마케팅팀 부장은 “APT 공격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탐지부터 분석, 모니터링 및 대응이 유기적

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위협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도화된 문서형 악성코드를 이메일 등의 첨부 파일 형태로 위

장해 내부로 침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APT 대응 솔루

션은 실행형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비실행형, 즉 문서 파일 형태를 하

고 있는 고도화된 악성코드까지 모두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최근 자사 APT 대응 솔루션인 트러스와처(AhnLab Trus 

Watcher)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MDS(Malware Defense System)라

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2012년부터 해외에서 MDS라는 이름

으로 판매되어 왔던 이 제품은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형 비실행 

파일을 탐지 및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용 

▲ 오상언 안랩 제품마케팅팀 부장은 새롭게 출시된 APT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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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용 안랩 제품기획팀 과장은 “안랩의 엔드포인트 통합 관리 체계와 내PC지키미의  

 보안 지수화 모델은 금융권 고객에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 윤석영 안랩 채널사업팀 팀장은 2015년 안랩 파트너 비즈니스의 키워드로 

 ‘동반 성장’과 ‘균형 잡힌 비율 성장’을 꼽았다. 

2015 안랩 파트너 비즈니스 키워드는 ‘비율 성장’

보안 시장의 변화와 안랩 제품에 대한 소개에 이어 파트너 비즈니스의 핵심인 파트너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윤석영 안랩 채

널사업팀 팀장은 ‘2015년 안랩 파트너 정책 변화’를 주제로 ▲파트너 수익성 개선을 통한 채널 성장 도모 방안 ▲파트너 역량 강화를 통한 안

랩과 파트너의 상생 비전을 공유했다. 

“파트너의 수익성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안랩의 의무”라고 설명한 윤석영 팀장은 “파트너와 안랩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총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 정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파

트너를 통한 동반 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비율 성장’이 올해 안랩의 파트너 비즈니스 미션이다”라고 전한 윤석영 팀장은 “파트너의 역량 강화

를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파트너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랩은 다양한 고객군에서 파트너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역량 평

가 및 파트너 인증 또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윤석영 팀장은 테크니컬 뷰(Technical View) 등을 공유해 파트너 엔지니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마케팅, 파트너 정책 및 프로그램, 인프라를 통한 전방위 지원

안랩은 파트너의 전문성 강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스텝 업, 베이스 업 등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파

트너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권문자 안랩 세일즈마케팅팀 팀장은 “이번 스

텝 업은 안랩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최신 동향과 세일즈 전략을 공유해 새로운 영업 기회 창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언제든지 총판이나 안랩에 도움을 요청하면 마케팅 정책이나 파트너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랩은 파트너와 총판, 안랩 간의 긴밀한 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을 강

화하기 위해 세일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사의 

요구와 안랩의 지원을 신속하게 주고받기 위해 파트너 포털 ‘파트너 

포 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e라이선스 발급 시스템인 ELS

를 파트너가 고객 관리 및 재계약과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 안랩 홈페이지 개편 시 메인 페이지

에 파트너 메뉴를 배치하고 각 제품 정보 페이지마다 파트너 안내 메

뉴를 적용해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파트너와 연결될 수 있도

록 했다. 이 밖에도 파트너의 차별적인 가치(value) 제고를 위해 공인 

파트너만을 위한 로고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해 10월부터 키워드 광

고 전략을 B2B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안랩 제품에 대한 고객 접근 방

법을 확대 및 개선해 궁극적으로 파트너의 비즈니스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권문자 안랩 세일즈마케팅팀 팀장은 “새로운 영업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 동향 

 이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안랩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한편 안랩은 이번 스텝 업에 이어 3월 27일 파트너 엔지니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베이스 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 3일과 10일

에는 ‘파트너 베이스 업 트레이닝데이 2015(AhnLab Partner Base Up Training Day 2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파트너 베이스 업은 ‘세

일즈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올 한해 안랩 파트너 비즈니스의 단단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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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안 위협 및 대응책 점검

IT에서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의미한다. 반면, 보안 위협(Security Threat)이란 어떠한 목적 하에 정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

컫는다. 정보보안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보안 위협과 다양한 공격 기법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위협의 중심에 있

는 것이 바로 악성코드(Malware). 모든 보안 위협이나 최신 지능형 공격에서 악성코드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임에는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보안 위협인 랜섬웨어, 파밍, 스피어 피싱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한 

그 예방법과 안랩 제품을 이용한 대응책에 대해 소개한다.

랜섬웨어·파밍·스피어 피싱 대처법은?

사이버 인질, 랜섬웨어

랜섬웨어(Ransomware)는 ransom(몸값)과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붙여

진 명칭이다. 

랜섬웨어는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 전부터 등장한 공격수법이나 그 동안 국내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PC 감염 사례가 보고되

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국내 일부 기업과 기관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겨냥한 랜섬웨어, 게이머들의 돈

을 노리는 랜섬웨어가 발견되는 등 점점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랜섬웨어는 스팸 메일을 보내 사용자들에게 첨부 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나 포털을 통한 악성코드 다운로드 형태로도 유포되고 있다. 

사용자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PC 화면에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PC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 파일 등을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공격자는 이 파일의 암호를 풀기 원한다면 금전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 파일에 대한 몸값은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나 비트코인과 같은 온라인 가상화폐를 요구하기도 한다.

Threat TrendS p E C i a l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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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9

대표적인 랜섬웨어는 다음과 같다.

■ 심플로커(SimpleLocker): 모바일 랜섬웨어의 일종으로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를 암호화해서 금전을 요구한다. 2014년 5월부터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 크립토락커(CryptoLocker): 피해자 PC의 파일을 암호화한 후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 스케어웨어(Scareware): 이 랜섬웨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악성코드로 대체로 가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제거 툴로 위장해  

 PC에 문제가 많으니 돈을 내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류의 랜섬웨어 가운데 일부는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대신 경고창과 팝 

 업으로 도배를 해서 불편을 주는가 하면 아예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 락–스크린(Lock-Screen):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풀 사이즈 윈도 창을 여러 개 띄우는데 FBI나 사법 

 부 로고를 박아놓고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법을 어겼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협박하기도 한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금전을 지불하더라도 대부분 파일을 정상화할 수 없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 랜섬웨어에 대한 

예방법과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최근 보고된 랜섬웨어는 대부분 스팸 메일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분명한 출처의 이메일이라도 스팸성으로 의심되면 

메일이나 첨부 파일의 실행을 자제하고 삭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OS별 방법에 따라 업무 및 기밀 문서 등의 주요 파일을 백업하고, 

백업한 파일은 PC 저장 장치 외에 외부저장 장치에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요한 문서라면 ‘읽기전용’으로 설정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파일을 수정하면서 암호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중

요 파일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후에는 읽기전용으로 속성을 변경하면 일부 랜섬웨어에 의한 파일 수정(암호화)을 막을 수 있다. 즉, 중요도가 매우 

높은 문서의 속성을 읽기전용으로 설정하여 보관하다가 수정이 필요하면 해당 속성을 해제한 후 수정하고, 수정이 끝나면 다시 속성을 읽기전용

으로 바꾸어 보관하는 것이다.

PC 못지 않게 ‘심플로커(SimpleLocker)’와 같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내 정보를 ‘인질’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랜섬웨어도 자

주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공식 마켓 외에는 앱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알 수 없는 출처[소스]’의 허용 금지를 설정하는 것이 좋

다. 공식 마켓에도 악성 앱이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앱 다운로드 전 평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앱은 스미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나 SNS 등에 포함된 URL 실행을 자제하고, 모바일 전용 보안 앱이나 스미싱 탐지 앱 등을 설치 및 실행하는 것이 좋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을 안전모드(단말기 제조사 별로 상이)로 부팅한 후 [설정] → [기기관리자(휴대폰 관리자)] 메뉴에서 랜섬웨어를 포

함하고 있는 악성 앱의 비활성화에 체크한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해당 앱을 제거하면 된다.

9

[그림 2] 파일을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크립토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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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같은 가짜, 파밍(Pharming)

파밍(Pharming)이란 합법적인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기법이다. 최근 파밍 공격은 사용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

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공격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공격자가 파밍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채 유포: 웹하드 프로그램 또는 기타 불필요한 프로그램(Potentially Unwanted Program, 이하 PUP) 범주에 포

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에 인터넷 뱅킹 정보 탈취 악성코드를 숨기는 방식을 이용한다. 즉 원래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시킨 후 악성코

드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여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보안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하

도록 시스템을 조작한다. 대부분 다운 받은 프로그램 내에 악성코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시스템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다. 따라서 자신이 접속하는 은행 또는 포털 사이트를 정상 사이트로 착각하고 주요 정보를 입력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림 3] 다른 프로그램에 PUP 파일을 포함시켜 유포한 사례

■ 취약한 웹사이트 변조를 통한 유포: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면서도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파악하여, 일부 웹 페이지를 변조하고 공격자

가 제작한 악성코드가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자바(JAVA) 취약점 등을 함께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용자는 자신이 방문 중인 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시스템이 감염될 수 있다.

파밍 악성코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안 업데이트와 안티바이러스 제품 사용 등 기본 보안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의 다운로드나 이메일의 클릭을 금지한다. 또한 PC 내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기 보다는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가능

하다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외에 추가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할 점은 모든 금융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비정상적인 서비스

임을 인지하고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를 유출하는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공인인증서 

폐기 요청과 보안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대처도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마저 속이는 표적형 공격, 스피어 피싱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은 ‘창, 창으로 찌르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스피어(Spear)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한 사기 이메일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하는 보안 용어인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조직)을 표적으로, 신뢰할 만한 발신인이 보낸 것처럼 위장한 

메일을 이용해 악성 웹사이트로 유도 또는 악성 첨부 파일로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일종의 온라인 사기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속을 법한 내용의 메일에 악성코드를 첨부하는 것은 상당히 고전적인 공격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방법이 아직도 효과가 있다

는 점이다.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최대의 보안 취약점은 바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은 동일하

지만 스피어 피싱이 스팸 메일 등과 구별되는 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기관 또는 기업을 노린다는 점(표적성) ▲기밀 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등 구체적인 목표를 위한 악성코드를 이용한다는 점(심각성) ▲정상적인 파일로 보이거나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메일처럼 보이게 

하는 점(정교함) 등을 들 수 있다.

지능형 공격이라 일컬어지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등 고도의 사이버 공격의 시발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스피어 피싱. 

이로부터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을 보호하려면 조직과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및 기관은 스피어 피싱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스피어 피싱이 어떻게 APT 

등 심각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피어 피싱을 통해 침투하는 악성코드는 특정한 대상을 노리고 특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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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포털•SNS의 다운로드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 프로세스

게 제작되는 맞춤형 악성코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바이러스는 물론,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다계층적인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내부 보안 담당자 육성 등의 노력도 동시

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스피어 피싱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조금이라도 수상한 메일의 첨부 파일이

나 URL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스피어 피싱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제조사에서 제공하

는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특히 문서 파일과 같은 비실행형 파일을 이용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회사 PC에서 실수로라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이나 내용이 엉성하거나 조잡한 파일을 열

었을 때는 즉시 사내 보안 담당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APT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스피어 피싱은 정보 유출부터 시스템 파괴까지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공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조직과 그 조직에 속한 개인의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스피어 피싱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

AhnLab MDS, 주요 보안 위협 대응 사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파밍, 스피어 피싱의 특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안랩의 차세대 지능형 위협 대

응 보안 솔루션인 안랩 MDS가 이들 보안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안랩 MDS는 신종 악성코드 및 익스플로잇에 대한 ‘탐지–분석–모니터링–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APT로 일컬어지는 타깃 공격, 고도화된 공격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이다. 

1. 랜섬웨어 공격과 대응 프로세스

해커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포털 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에 최신 유행하는 화면보호

기(scr 확장자)를 가장한 악성코드를 등록해 놓는다. 공격 대상인 사용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화면보호기 파일을 다운

로드 후 설치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하던 최신 유행 화면보호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화면보호기 실행과 동시에 새로

운 악성 파일이 은밀하게 다운로드되어 설치된다.

이후 해당 파일은 랜섬웨어로써 사용자의 PC 내 하드디스크를 암호화시키고 강제로 재부팅시킨다. 재부팅 시에는 정상적인 운영체제 부팅이 동

작하지 않는 대신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암호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는 랜섬웨어 특유의 협박성 메시지가 보여진다. 이 상태

에서 입금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PC 내 하드디스크를 복호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 동일한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황에서 MDS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 5]의 2번과 3번 단계에서 은밀하게 다운로드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MDS 에이전트는 ‘의심스러운 신규 실행 파일’이

라고 판단하여 ‘실행 보류(execution holding)’ 기능을 가동시킨다.

MDS 에이전트에 의해서 실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MDS는 동적 분석을 통해서 해당 랜섬웨어에 대한 악성 여부를 판정한다. 동적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MDS 에이전트는 ‘실행이 보류된 의심 파일’이 악성이라는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파일을 삭제•격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PC를 ‘최신 

신종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1212

2. 파밍 공격과 대응 프로세스 

앞서 랜섬웨어 공격 사례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발적인 클릭’을 통해서 공격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아무런 인지 없는 상태에서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다운로드 실행(drive–by–download)’ 사례다.

해커는 우선 다운로드 실행 방식으로 사용자 인지 없이 악성코드를 감염시킬 수 있는 ‘자바(Java) 취약점 공격’을 수행하는 익스플로잇을 내포한 

웹사이트를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웹 서버는 기존에 해킹해 놓은 다른 웹 서버를 활용한다. 선택된 자바 취약점은 공격 대상 사용자의 PC

에 설치된 취약한 JVM(Java Virtual Machine) 소프트웨어를 공격함으로써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격 대상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의 방문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워터링홀(Watering–hole)’ 공격을 통해서 사용자는 아무런 인지 없이 파밍 공격이 가능한 악성코드

에 감염된다.

해당 악성코드는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작프로그램 및 윈도 서비스로 자신을 등록하며, 호스트(hosts) 파일을 변조해서 특정 

금융 사이트에 대한 DNS 쿼리가 해커가 준비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될 수 있도록 조작한다.

다운로드 실행 공격 특성 상 아무런 인지 없이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는 평상 시처럼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금융

사이트에 접속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정상적인 금융 사이트에 접속했음을 웹 브라우저 상에 보여지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지만, 이것은 해커가 사전에 준비한 ‘정상 금융 사이트와 100% 동일하게 만들어진 파밍 사이트’이다. 사용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사이트가 

지시하는 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해커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계좌를 이체하는 등 부정 금융 거래를 수행한다.

[그림 5] 안랩 MDS의 랜섬웨어 대응 프로세스

[그림 6] 뱅커 및 파밍 공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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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MDS가 구축된 고객 상황에서 동일한 파밍 악성코드 유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자.

자바 취약점 공격을 통해서 악성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시점에 MDS 에이전트는 ‘의심스러운 신규 실행 파일’이라고 판단하여 ‘실행 보

류(execution holding)’ 기능을 가동시킨다.

MDS 에이전트에 의해서 실행이 보류된 상태에서 MDS는 동적 분석을 통해서 해당 의심 파일에 대한 악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동적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MDS 에이전트는 ‘실행이 보류된 의심 파일’이 최종적으로 악성이라는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파일을 삭제•격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PC를 ‘최신 신종 파밍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림 7] 안랩 MDS의 뱅커 및 파밍 대응 프로세스

[그림 8] 스피어 피싱 공격 프로세스

3. 스피어 피싱 공격과 대응 프로세스

이번 사례는 특정 타깃 공격에 흔히 이용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이다. 해커는 특정 사용자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내용과 제목을 

갖는 악성 문서를 제작한다.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문서에 암호를 걸어서 기존 보안장비를 통한 분석을 방해했으며, 악성코드 문서를 통해

서 2차적으로 ‘키로깅 악성코드’를 SSL 트래픽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관련 분야 문서로 생각하고 해당 문서를 읽어 본 사용자의 PC에는 키로깅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키로깅을 통해서 내부 중요 

자산 서버에 접속하는 계정 정보 등은 C&C 서버로 전달된다. 이후 해커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해당 PC를 통해서 원하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고, 2차적으로 수집한 내부 기밀 정보를 유출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공격 과정에서 MDS는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서 대응 가능하다. 

암호가 설정된 ‘의심 파일’이 첨부된 메일에 대해서 만약 이메일 본문 내 ‘암호해제용 비밀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라면 MDS는 문서형 악성

코드 분석에 최적화된 동적 콘텐츠 분석 기술(Dynamic Intelligent Content Analysis, DICA)을 통해서 ‘의심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문서 애

플리케이션의 제로데이 취약점까지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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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간에서 비밀번호도 추출하지 못하고 SSL 트래픽으로 다운로드되는 ‘키로깅 악성코드’를 네트워크 상에서 탐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

종적으로 다운로드된 사용자 PC에서 MDS 에이전트는 실행 보류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의심 파일의 실행을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 안랩 MDS가 랜섬웨어, 파밍, 스피어 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코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집

된 신종 악성코드 정보는 안랩 클라우드 분석 시스템을 거쳐 안티바이러스 제품인 V3, 모바일 보안 제품인 V3 Mobile, 네트워크 보안 제품인  

트러스가드(TrusGuard) 등 안랩의 모든 보안 제품에 시그니처와 룰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파밍, 스피어 피싱과 같은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의 3요소인 사람, 기술, 프로세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자사의 IT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기술, 보안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그림 9] 안랩 MDS의 스피어 피싱 대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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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걸림돌로 지적 받던 Active X가 사라진다. 

국내 카드 업계는 지난 3월말 Active X 대체 프로그램으로 exe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최소 4~7회 이상의 Active X 기반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해 중국에

서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속 ‘천송이 코트’를 계기로 퇴출 대상에 오른 지 1년만이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Active X 논란과 업계의 대응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안랩의 Active X 대체 솔루션인 ‘안

랩 세이프 트랜잭션(AhnLab Safe Transaction)’에 대해 소개한다. 

차세대 안티해킹 솔루션, AhnLab Safe Transaction

굿바이! Active X … 대체 솔루션은?

Active X, 왜 퇴출 대상이 되었나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팝업창을 띄우며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Active X. 

Active X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996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콘

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선보인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

러(Internet Explorer) 사용 비율이 높고 동영상 등 콘텐츠 추가 기능 

활용 사례가 많아 Active X를 많이 사용했다. 이 Active X는 소프트웨

어 배포 및 콘텐츠 활용 측면에서 편리한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설

치의 불편함과 보안 이슈로 인해 그 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제공해왔다. 

Active 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내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브라우저가 바뀔 때마다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해 불편함

이 컸다. 또한 국내와는 달리 외국인 사용자들은 크롬 또는 파이어폭

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Active X

가 동작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림 1] Active X 기반 보안 모듈의 한계

다른 측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어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Active X 파일에 악성코드가 함께 설치되어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Active X 기반의 보안 모듈은 보호 대상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다운로드가 실행되며, 실행 시점 차이로 Active X 보안 모듈 실행을 

악성코드가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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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Active X 없이 결제 가능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4년 9월 카드사, PG(Payment Gateway)

사, 보안업체 공동으로 보안 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

용되는 Active X를 완전히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는 지난해 12월 BC카드를 시작으로 KB국민·우리카드·신한·현

대·NH농협카드·롯데·삼성·하나카드 등이 3월말 Active X 대체 프로

그램을 내놓았다. 

이로써 4월부터 내·외국인 등 모든 이용자가 Active X 설치 없이 온

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ctive X 없는 행정·공공 사이트로 확대 조짐

금융권을 출발점으로 한 Active X 퇴출 작업이 조만간 행정·공공 분

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3월 3일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Active X 제거 이행 지

침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각 부처와 함께 대체 기술 개발과 기술 지원 방안

을 준비하고, 향후 시험을 통해 정책안을 마련하고 도입을 서두르겠

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부와 함께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수준으로 Active X 사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웹 표준 전환 지원 및 

Active X 대체기술 개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100대 웹사이

트를 대상으로 Active X 대체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

원 규모도 2014년 약 5억 원에서 약 6배 정도 증가한 28억 원이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터 각종 공공 민원서류 발급까지 

Active X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서도 

Non Active X 프로그램이 적용될 전망이다.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강력한 보안을 동시에! 

AhnLab Safe Transaction
금융당국은 2015년 1월부터 단말 보호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자

율성을 보장하되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지침

을 정했다. 따라서 금융사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강

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공공기관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보안 솔루

션이 바로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AhnLab Safe Transaction, ASTX)

이다. 이 제품은 Active X 기반이 아닌 상주형 보안 모듈로 운영체제

와 함께 실행되므로 실행 시점 차이로 인한 보안 문제와 Active X 이

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실행파일(.exe) 형태로 프로그램

이 설치되며, 각 프로그램별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들

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세이프 트랜잭션은 키 입력 값들에 대한 보호부터 개인정보의 

변조와 유출까지, 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보안 프로

그램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은 Non–Active X 방식의 통합 보안 솔루션으

로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면서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안랩은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

력을 갖춘 것은 물론 다양한 보안 솔루션 제공과 고객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표 1] Active X vs. Non-Active X의 보안 프로그램 구동 방식 비교

Active X Non-Active X

1 웹 페이지 접속 웹 페이지 접속

2
보안 모듈별 Active X 설치/구동

–사이트별 4~6회 설치 필요

통합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

–범용 프로그램별 1회 설치

3
보안 모듈별 개별 업데이트

–년 6~17회 설치 필요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별 자동 업데이트

4 웹 브라우저 종료 시 보안 모듈 종료 PC 부팅 시부터 종료 시까지 상시 보호

[그림 3]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4단계 보안 위협별 대응 프로세스

[그림 2]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주요 기능

·온라인 백신 
·FDS 단말정보 전송 및   

 통합모니터링 

·온라인 방화벽
·메모리 변조 차단화면 

·캡처 및 원격제어 차단 

·non-ActiveX 

 통합보안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자체보호 기능 

·온라인 키보드 보안

·E2E 완벽지원

·안티 해킹

·안티 디버깅, 안티 리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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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보안 담당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책임하에 임직원이 정

보보안 점검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침으로 정해진 ‘정보보안 점검항

목’을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솔루션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랩은 자사의 PC 취약점 점검 솔루션인 안랩 내PC지키미를 소개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안랩 내PC지키미

금융권 ‘정보보안 점검의 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안(2015년 4월 16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15일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방안, 금융규제 개혁 관련 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업무의 재위탁 기준 마련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 지정 운영 ▲금융회사의 외부주문 통제 강화 ▲전자금

융사고 보고 창구 일원화 ▲정보기술 부문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변경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 공공기관 보안성 심의 적용 

면제 ▲금융회사 기술 자율성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보안 담당자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정보보안 점검의 날’ 지정 운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에 따르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 점검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5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 점검 항목’과 ‘중요 점검 사항’은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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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전산실

상시 출입자외 출입자에 대한 책임자 승인 및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보관 여부

무인 감시카메라 또는 출입 자동기록 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단말기

업무 담당자 이외의 단말기 무단 조작 금지 조치 여부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단말기의 정당한 사용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유지 여부

중요 단말기의 외부 반출 금지 여부

중요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금지 여부

중요 단말기의 그룹웨어 접속 금지 여부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접근 통제 여부

전산자료

개인별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 부여 여부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 등록·변경·폐기의 체계적 관리 여부

이용자 정보 조회·출력 통제 여부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 및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여부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 보관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지 여부

단말기 공유 금지 여부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 통제 여부

사용자 인사 조치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동 사용 계정 변경 등 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처리시스템 내부통신망의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여부

해킹 등 방지대책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정보보호시스템에 최소한의 서비스 번호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보호시스템에 업무 목적 이외 기능 및 프로그램 제거 여부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금지 여부

시스템 프로그램 등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 사항에 대한 즉시 보정작업 실시 여부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에 대한 승인 및 사전 지정 여부

악성코드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 프로그램의 최신 상태 유지 여부

중요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

공개용 웹 서버

사용자 계정에 아이디·비밀번호 이외 추가 인증수단 적용 여부

DMZ 구간 내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관리하지 않는지 여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접근자 비밀번호 설정·운영 여부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여부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보관 여부

이용자 유의사항

비밀번호 유출 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지 여부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의 공지 여부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의 공지 여부

전자금융 사고 보고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여부

[표 1]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따른 정보보안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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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이 점검 항목의 결과를 매월 최고책임자(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점검 항목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점검 사항과 PC와 관련 없는 점검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금융권 보안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취약점 점검 

솔루션으로는 이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정보보안 점검의 날’ 해결책, 안랩 내PC지키미 

금융 보안 담당자들의 요구 사항은 명확하다.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한 점검 항목 이외의 다른 항목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것.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랩 내PC지키미를 제안한다.

안랩 내PC지키미는 개별 PC의 보안 상태 점검 및 조치를 통해 전반적

인 보안 수준을 개선하는 PC 취약점 점검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42

개 항목에 대해 업무용 PC의 보안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를 점수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강제 조치, 자동 조치 기능을 통해 취약

한 항목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해 보안 담당자의 부담을 최소

화한다. 이외에도 수시 예약 검사, 강제 검사, 강제조치(네트워크 차단) 

등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시스템 외 기타 보안 점검 사항은 내PC지키미의 ‘보안수준 평가 

기능’을 이용해 수집하고, 점검 결과를 통계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금융 보안 담당자들의 골칫거리였던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든 점검 항목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싶다’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안랩은 ‘증적 자료 제출’과 관련한 금융 분야의 시장 요구에 따라 안랩 내PC지키미의 리포트 기능에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랩 내PC지키미는 홈(Home) 화면에 보안 점수, 점수 추이 그래프 등을 제공하며, 백신 강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패치 관리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유출 방지 솔루션의 연동 및 통합 관리 등 타제품과는 차별적인 보안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따른 중요 점검 사항

점검 항목

1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 및 이용자 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 일시, 변경·조회내역, 접속방법 기록·관리 

2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부하 테스트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3 운영시스템 접속·사용 통제 

4 내부 통신망의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5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 반출·반입 통제

6 전산실 등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보관 

7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사용 통제

8 업무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9 운영체제 및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유지

10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11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중요 정보 보관 금지

12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 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고 비인가자 출입 통제

▲ 안랩 내PC지키미는 개별 PC의 보안 점검과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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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악성코드 동향

T h r E aT  a N a ly S i S

매크로 악성코드 증가…올드보이의 귀환?

macro malware

1999년 전 세계를 강타한 멜리사 바이러스(Melissa Virus)를 기억한다면 매크로 바이러스란 단어도 들어봤을 듯하다. 매크로 악성코

드는 1995년 등장해 오피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퍼졌다가 2000년 초에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탄생 20년이 된 2014

년부터 조금씩 증가해 2015년에는 매일 1~2개의 신종 매크로 악성코드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매크로 악성코

드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1] 오피스 악성코드 증가 기사

매크로(Macro)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순서를 보관해 두었

다가 그대로 실행하는 기능을 지칭한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워드나 엑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매크로가 

단순히 반복적인 키 입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처럼 되어 있다.

매크로 악성코드 등장과 감소

매크로 바이러스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막강하고 편리

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코드를 생성 및 다운로드하는 능력

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

스가 처음 등장한 198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으며 1994년 워드 베

이직(Word Basic)으로 구현된 후 1995년 8월 컨셉 바이러스(WM/

Concept)를 시작으로 많은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매크로 바이러

스는 베이직 명령과 유사해 배우기 쉽고 소스코드도 쉽게 볼 수 있어 

바이러스 제작과 변형이 쉬워 악성 매크로는 급속히 증가했다. 2001

년 8월까지 약 7,000여 종의 매크로 바이러스가 존재했으나 이후 증

가세는 둔화되어 2006년 4월까지 약 8,600개의 악성 매크로가 발견

되었다. 매크로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피

스 2000부터 매크로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

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매크로 악성코드는 급격히 사라

졌다. 매크로를 이용한 악성코드보다 워드나 엑셀 문서를 변조해 취

약점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형태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2014년 중반부터 다시 매크로를 이용한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있다.

매크로 악성코드 부활 

2015년 3월 언론을 통해서도 매크로 악성코드의 부활에 대해 기사화

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매크로 악성코드의 재등장은 2014년 1월부터 시작된다. 네

덜란드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에

서 매크로 악성코드를 이용한 표적공격을 경고했다.

[그림 2] 네덜란드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 매크로 악성코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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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덜란드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 매크로 악성코드 경고

[그림 4] XML 내 포함된 MSO

[그림 5] 매크로 기능 활성 유도 방법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안랩에서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매크로 

악성코드 수는 다음과 같다. 2015년 2월 이미 2014년 한해 동안 발

견된 매크로 악성코드보다 많다. 

XML로 변환해도 기본적으로 매크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문서가 열

리면 매크로를 사용 할 수 없다는 보안 경고가 뜬다. XML이 텍스트

이고 텍스트 파일은 안전하다고 사용자나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매크로 기능 활성 유도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기능이 꺼져 있기 때문에 매크로 악성코

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

용자가 매크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문서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매크로

를 사용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유도하는 방법이다.

국내에 발견된 매크로 악성코드는 거의 모두 외국에서 만들어져 비율

은 유사하다.

매크로 악성코드 공격 기법

오피스에서 매크로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

어 요즘 다시 등장한 매크로 악성코드는 사용자가 매크로 기능을 활성

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른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기법에 이

용되고 있다.

메일 

공격자는 보통 이력서, 주문서 등을 가장한 메일을 보내 첨부된 문서

를 열게 만든다. 아직 한글로 작성된 유형은 없고 대부분 영문 메일이

지만 가끔 유럽 지역 언어로 된 메일과 문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영문 

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을 열어 볼 때는 주의해야 한다. 워드 문서 

형태의 악성코드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는 한컴 한글 워드 사용자

가 많아 개인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하지만, 외국과 교류

가 잦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파일 형태 변환 

워드나 엑셀 문서 파일을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등으

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다.

오피스 버전별 매크로 기능 활성화를 알려주는 친절한(?) 악성코드도 

존재한다. 

2015년 3월 영국 보안업체 소포스(Sophos)에서는 매크로 악성코드 

중 다운로더 분포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워드 97 – 2003: 83%

– 엑셀 97 – 2003: 10%

– 워드 2007 이상 : 6%

– 엑셀 2007 이상 : 1%

년도 접수 수

2012년 22개

2013년 50개

2014년 108개

2015년 2월 157개

[표 1] 매크로 악성코드 고객 접수 수

[그림 6] 매크로 기능 활성화 유도 방법

[그림 7] 매크로 기능 활성화 전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화면 변화 없이 악성코드만 실행되는 경우

가 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을 보여줘 사용자를 속이는 형태도 존재한

다. 주로 엑셀 파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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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매크로 기능 활성화 후

[그림 10] 매크로 기능 활성화 후

[그림 9] 매크로 기능 활성화 전

[그림 12] 난독화 

[그림 11] 암호 걸린 매크로 보기

[그림 13] 표현할 수 없는 문자로 대체된 암호화된 코드

[그림 14] 매크로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코드

VBA프로젝트 (VBAProject) 암호화 

워드나 엑셀에서 [ALT+F11] 명령으로 매크로 코드를 쉽게 볼 수 있

다. 공격자들은 사용자가 매크로 내용을 볼 수 없게 VBA프로젝트

(VBAProject)에 암호를 걸기도 한다. 악성코드 제작자가 설정한 암호

를 모르면 매크로 내용을 볼 수 없다.

난독화 (Obfuscation)

암호를 유추해 암호를 알아 낼 경우 매크로를 볼 수 있다. 악성코드 

제작자는 스크립트 악성코드처럼 매크로 악성코드에도 난독화를 시

도하고 있다.

난독화 기법을 사용하는 악성코드 중 일부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윈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문자로 대체되면서 인코딩이나 변수명이 

잘못되어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해당 코드가 표현 가능한 윈도의 오피스에서는 실행된다. 

하지만, 특정 언어에서만 동작하는 매크로의 경우는 해당 언어 환경

에서만 실행된다.

매크로 악성코드 종류

다른 감염 대상이 있는 바이러스가 요즘 보기 힘든 것처럼 매크로 악

성코드에도 바이러스 형태는 일부 엑셀 매크로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는 거의 사라졌으며 대체로 다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다운로더

(Downloader)와 다른 악성코드를 떨어뜨리는 드롭퍼(Dropper)가 

있다.

매크로 바이러스의 경우 파일을 직접 생성하기 보다는 다운로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다운로드 받는 파일의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상황과 나라에 맞는 파일로 변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매크로 바이러스 주요 목적은 감염 경로로 활용되며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 방법으로 언제든 변조가 가능하다.

다운로더 (Downloader) 

다른 악성코드를 웹사이트 등에 올려두고 다운로드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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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확인하면 다운로드 파일을 받아오는 주소와 다운로드 파일

을 저장할 경로 코드를 갖고 있다.

드롭퍼(Dropper) 

사용자 컴퓨터에 실제 감염시킬 실행 파일을 매크로 코드 내에 포함

하기도 한다.

매크로 악성코드의 목적 

공격자는 매크로 악성코드를 이용해 다양한 다른 악성코드를 다운로

드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컴퓨터에 감염되는 악

성코드는 크게 다음 유형으로 나뉜다.

– 사용자 정보 유출

– 금융 정보 탈취

– 원격 제어

드라이덱스(Dridex)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악성코드는 드라이덱스이다.

실제 떨어뜨리는 파일의 데이터를 코드 내 포함시키지 않고 엑셀 문

서의 경우 커스텀 프로퍼티(CustomProperties) 등과 같이 외부에 보

관하고 있는 형태도 있다.

[그림 17]과 같이 커스텀 프로퍼티의 데이터 내용을 보면 10진수로, 

77, 90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드라이덱스는 다음 과정으로 실행된다.

1. 매크로 악성코드가 다운로드한 파일은 자기 자신을 C:\ 경로에  

 edg[랜덤숫자].exe로 생성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한다.

2. edg[램덤숫자].exe는 특정 주소(82.151.xxx.1xx)에서 실행 파일  

 [랜덤숫자].tmp(Trojan/Win32.Injtecter)를 C:\경로에 다운로드  

 한다.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은 rundll32.exe로 로드되어 Explore. exe

에 인젝션(Injection)된다.

3. 인젝션된 Explorer.exe는 사용자 정보를 읽어온다.

4. 특정 주소(199.201.xxx.1xx)로 인코딩된 데이터로 통신을 하고 [랜 

 덤숫자].tmp를 삭제한다.

정보 탈취 기능을 기술한 드라이덱스의 경우 유럽에서는 다운받는 

DLL이 유럽 은행 정보를 탈취하는 목적을 갖는 용도로 제작된 악성

코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테스트 당시 대부분의 C&C 서버가 동작

하지 않아 추가적인 파일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

이를 16진수로 변환하면 0x4D(M), 0x5A(Z)로 윈도 실행 파일의 시

작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자 컴퓨터에 생성되는 파일을 보면 

[그림 18]과 같다.

[그림 15] 악성 매크로 내 다른 악성코드 데이터

[그림 16] 커스텀 프로퍼티 내 데이터로 DLL 드롭 코드

[그림 17] 커스텀 프로퍼티 데이터

[그림 20] 드라이덱스 파일 생성

[그림 21] 드라이덱스 파일 삭제

[그림 19] 드라이덱스(Dridex) 실행 순서

[그림 18] 감염 시스템에 최종 생성되는 실행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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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테일(Limitail)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 모양의 아이콘(iexplore.exe)을 앱데이터

(APPDATA)폴더 안에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킨다.

실행된 EXE 파일은 자신을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

자]\Application Data\Microsoft\Windows 경로에 복사 후 같

은 경로에 AeLookupSvc.exe(Spyware/Win32.Limitail)를 생성한 후 

실행시킨다.

생성된 AeLookupSvc.exe는 .표시된 Thread(Q.U)로 HKCU\

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Network List Service에 AeLookUpSvc.exe에 등록한다.

해당 악성코드는 열리는 창(Window) 이름과 키 입력 내용을 수집 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크로 악성코드 예방

오피스에서 매크로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 기본 설정으로도 

매크로 악성코드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따라서 매크로 설정에서 ‘매

크로 제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매크로 활성화 설정

[파일] → [옵션] → [보안 센터] → [보안 센터 설정]에서 매크로 기능 

활성화를 설정할 수 있다.

매크로 설정의 기본은 ‘모든 매크로 제외(알림 표시)’를 확인한다.

결론 

요즘 증가하고 있는 매크로 악성코드는 우리나라 사용자보다는 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한글로 작성된 문서가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아직

은 금융 정보 탈취 목적의 악성코드가 최종적으로 감염되지만 표적공

격에 이용될 수 있다. 메일의 첨부된 문서 파일을 열 때 조심해야 하

고 무엇보다 오피스의 매크로 기능은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림 22] 엑셀 모양 아이콘

[그림 23]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보안 센터

[그림 24]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의 매크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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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  l i f E

모바일 기기와 완벽하게 헤어지는 방법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사람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평균 2년 전 후로 새

로운 기기로 바꾸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통신사 대리점에 기

기를 반납하거나 중고 폰으로 내놓는 사람들의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그 정보를 되살려 볼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던 기기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보 유출은 차단할 수 있다. 다음의 4단계를 통해 데이터 유출을 차단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데이터에 암호 걸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에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비롯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파일, GPS에 기반한 위치 내역 또는 기지국 내

역, 웹 브라우징 내역, 쿠키 및 캐시된 페이지, 개인 사진, 비디오, 오디오 녹음 및 이메일, 저장된 패스워드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   

100% 완벽하지 않지만 먼저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사진 파일 등을 암호화한다. 데이터에 암호를 거는 이유는 추후 누군가 데이터를 복구하더

라도 암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볼 수 없으며 정보를 훔쳐서 악용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다.

2. 공장 초기화하기

데이터에 암호를 걸었다면 다음 단계는 ‘공장 초기화(Factory Reset)’다. 공장 초기화는 기기를 출고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공

장 초기화 방법은 기기별로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다. 공장 초기화는 말 그대로 기기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데이터를 지울 목적이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조사 별 기기 초기화 방법]

• 안드로이드 기기 : Settings → Privacy → Factory Data Reset 

• 애플 iOS 기기 : 설정 → 일반 → 재설정 →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

• 윈도폰 : Settings → About → Reset Your Phone

• 블랙베리 폰 : Options → Security Options → Security Wipe

단, PC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웠다고 해서 그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듯이, 기기를 공장 초기화했다고 해서 백지 상태가 되는 것

은 아니다.

3. 데이터 덮어쓰기

데이터 덮어쓰기는 공장 초기화보다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 기존의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끔히 삭제된 것이 아니므로, 그 위에 다

른 데이터로 덮어쓰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 기기의 여유 공간이 20MB 정도 있다면 남은 용량만큼 음악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로 채워주면 된다.

박시준 안랩 분석팀 책임연구원은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해서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존재하는 사실만 삭제하기 때문

에 그 부분만 복구해주면 실제 내용은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복구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에 덮어 쓰기

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3의 데이터 덮어쓰기가 끝났으면 2단계처럼 공장 초기화를 해주면 된다.

4. 유심카드와 SD카드 정리하기

위의 과정을 마쳤다면 확인할 것이 또 없는지 살펴보자. 기기에 장착돼 있는 유심(USIM)카드와 SD카드도 처리해주자. 기기를 초기화하더라도 

유심카드에는 계정 정보가 저장돼 있으므로 새로운 기기에 재사용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제 3자가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잘게 조각

을 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안전하다.

SD카드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모바일 단말기는 용량 확장을 위해 SD카드를 장착할 수 있다. 때문에 때로는 사진, 스마트폰 응용프

로그램과 공인인증서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기도 한다. 재사용이 가능하면 SD카드를 PC에 외장 메모리로 연결한 후 데이터를 완전

히 삭제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면 된다. SD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심카드와 같이 폐기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기기를 처분할 때도 주의한다면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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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터넷의 시작 – 피싱 예방

예전에는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먹통이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주변의 PC 사용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전 이득을 노리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코드부터 사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피

싱(Phishing) 사기까지, PC 사용자는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피싱 예방법을 알아본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피셔(Phisher)는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진짜 사

이트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가 담긴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다. 이때 피셔는 이메일에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확인 또

는 갱신을 이유로 가짜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한다. 피셔는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정보 입력을 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가 중지된다

는 등 불안감을 조장한다. 유명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품당첨 안내나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

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진짜 사이트로 판단한 피해자는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인정보 변경

이나 금융 정보 변경을 위해 정보를 입력한다. 그러면 피셔는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융 정보를 탈취해서 현금을 인출해간다.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과 다를 땐 피싱 의심 

피싱 사기는 주로 금융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금전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거래의 정

상적인 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용자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화면이 나타난다.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방법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달

리 피싱 사이트는 화면상의 주소창에 은행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화면이 나타난다.

2. 1개의 화면에서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금융 사이트에서는 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를 단계별로 입력한

다. 이체 거래 시 출금계좌번호를 선택하게 돼 있다. 하지만 피싱 사이트는 사용자에게 1개의 화면을 보여주며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보안카드의 번호 입력 횟수가 많다.

정상 사이트는 인터넷 거래 시 보안카드 비밀번호 2자리를 2회 입력하도록 돼 있다. 반면 피싱 사이트는 그 이상의 자리와 횟수, 또는 전부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대다수의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 ID, 암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정보 변경을 요

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한 발신자의 이메일이 기관이 맞는지 확인한 후 메일을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 피

셔는 발신자의 메일 주소를 기관으로 속이고 있는 만큼 주소가 같을 경우 진짜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자. 사이트 주소를 잘 보면 가짜 사

이트는 진짜 사이트 주소와 비슷하지만 글자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라면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라도 가짜 사이트를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에 신고하고 피싱 메일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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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

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서 피해금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짜 사이트에 입력했던 금융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하고 OTP(일

회성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 금액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 시간이 늦을수록 피해 환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 주의 사항 

• 최신 윈도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 피싱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의 열람 금지 

•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의 PC에서는 인터넷 금융 거래 자제 

• 믿을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금융 거래 시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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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지난 3월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

사)와 ‘스마트폰 간편인증’ 방식의 새로운 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안랩과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단말정보와 안랩

의 보안모듈을 활용한 신규 인증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해 상

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규 인증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금융거래 시 사

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는 ARS(자동응답전화),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의 인증 방식 외에 추가로 개발한 USIM(범용가입자식별

모듈)을 활용한 인증 방식이다.

안랩과 이동통신 3사는 신규 인증 서비스가 계좌이체나 결제 시 인

증번호를 입력하는 기존 인증 방식의 단계를 줄이고, 본인식별 정보 

가로채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이건용 안랩 제품기획팀 과장은 공기업의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조직 내 구

성원들 개개인의 보안 의식 차이로 인해 보안 담당자가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보안 

솔루션 간의 연동으로 시너지를 통한 가시성 있는 통합 관리를 강조

했다.

최광호 안랩 솔루션서비스팀 팀장은 현재 보안 관리모델의 개선점

과, APT 공격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례들을 소개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 정보 기반 분석/대응, 보안 전문가 

서비스 지원 체계 등의 ‘시나리오 기반 보안관리 모델’과 고객 환경

에 맞는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맞는 안랩

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세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안랩의 통합보

안관제센터(SOC, Security Operation Center)를 방문하여 시설 및 

현장을 경험했다.

강석균 안랩 전무는 “공기업은 조직 특성 상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

지고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안랩은 앞으로도 자

사의 지능형 보안 기술과 다양한 고객의 경험이 결합된 ‘고객 주도형 

보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랩,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간편인증’ 분야 협력

안랩, 공기업 보안 담당자 대상 

보안강화 방안 발표

안랩은 지난 3월 초 판교 메리어트 호텔에서 공기업 정보보호책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기업 정보보안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최신 보안 위협 트렌드와 이에 따른 보안 체계 수립 전

략 및 사례 공유 등 발표 세션과 안랩의 보안관제센터 견학으로 진

행됐다.

먼저 전상수 안랩 교육사업팀 부장은 공기업에서도 개별 사용자/

조직이 도입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최근의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

해 앞으로는 사물을 인식, 검색, 진단, 판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된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교 안랩 제품기획실 실장은 2015년 전반적인 보안 위협으

로 ▲모바일 결제 및 인터넷 뱅킹 공격의 심화 ▲POS시스템 위협의 

본격화 ▲공격 대상 별 맞춤형 악성코드의 진화 ▲APT 공격의 상시

화/대중화 등을 꼽았다.

오상언 안랩 제품마케팅팀 부장은 많은 공기업에서 도입했거나 진

행 중인 망분리 환경에서의 지능형 악성코드 대응 전략과 사례를 발

표했다. 오상언 부장은 망분리 환경에서도 업무망 PC로 악성코드 유

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사례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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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악성코드, PUP가 절반 차지

ASEC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2월 한달 간 탐지된 악성코드 

수는 2,206만 3,090건이다. 이는 전월 3,689만 5,683건 보다 1,483

만 2,593건 감소한 수치다. 한편 2월에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 수는 

378만 1,333건이다. 

[그림 1]에서 ‘탐지 건수’란 고객이 사용 중인 V3 등 안랩의 제품이 탐

지한 악성코드의 수를 의미하며, ‘샘플 수집 수’는 안랩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전체 악성코드의 샘플 수를 의미한다.

[그림 2]는 2015년 2월 한달 간 유포된 악성코드를 주요 유형별로 집

계한 결과이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인 PUP(Potentially Unwanted 

Program)가 51.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트로이목마

(Trojan) 계열의 악성코드가 26.72%, 애드웨어(Adware)가 8.34%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2월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도메인은 1,594개, URL은 

1만 9,790개로 집계됐다. 또한 2월의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

수는 총 486만 868건이다. 악성 도메인 및 URL 차단 건수는 PC 등 

시스템이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된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수

이다.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는 ASEC Report Vol.62를 통해 지난 2015년 2월의 보안 통계 및 이슈를 전했다. 2월의 주요 보안 이

슈를 살펴본다.

추가로 악성 앱 설치하는 

생활 밀착형 스미싱

ASEC, 2월 악성코드 통계 및 보안이슈 발표

[그림 1] 악성코드 추이(2014년 12월 ~ 2015년 2월)

샘플 수집 수탐지 건수

[그림 2] 2015년 2월 주요 악성코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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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한달 간 탐지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22만 1,188건으로 

집계됐다.

악성코드 배포자는 각종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배포한

다. 사회적 이슈가 없는 시기에는 주로 생활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

는 경우가 많다. 안랩 ‘안전한 문자’의 트렌드 알림 기능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스미싱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생활 밀착형 메시지들 중 한 종류를 보면 [표 1]과 같다. 

해당 악성 앱을 설치하여 동작 과정을 확인해보자.

악성 앱을 설치하면 [그림 7]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장 메모리 컨텐츠 

수정/삭제’와 ‘외장 메모리 컨텐츠 읽기’ 권한만 요구하고 있다. 기존

에 다루었던 다른 스미싱 앱과는 달리 요구 권한이 간단하다. 이러한 

권한만 요청할 경우 추가로 설치되는 악성 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추가로 악성 앱 설치하는 생활 밀착형 스미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리는 악성코드는 2014년 누적 

수가 총 143만 24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25만 1,586개 대비 

14.2%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 26만 2,699개보다 5.4배 증가한 수

치이다.

또한 스마트폰 악성코드는 2011년 8,290개에서 2012년 약 26만 개

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 100만 개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악성코드 143만 247개 중 스미싱 악성코드는 2014년 한 

해 동안 총 1만 777개 발견됐다. 이는 2013년 5,206개 대비 약 2배, 

2012년 29개 대비 371배 증가한 수치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악성 도메인/URL 차단 건수 악성코드 유포 URL 수악성코드 유포 도메인 수

 [그림 3] 악성코드 유포 도메인/url 탐지 및 차단 건수(2014년 12월 ~ 2015년 2월)

[그림 4] 모바일 악성코드 추이(2014년 12월 ~ 2015년 2월)

10,000

20,000

30,000

8,000,000

9,000,000

4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0
02월

19,790

24,254

11,612

1,460 1,5941,917

01월12월

8,104,699

6,420,752

50,000

100,000

150,000

250,000

200,000

0

02월01월12월

221,188

108,607

149,806

[그림 5] 스미싱 악성코드 통계

[그림 6] ‘안전한 문자’ 앱의 스미싱 트렌드

[그림 7] 스미싱 악성 앱 ‘민원24’

4,860,868

[표 1] 생활 밀착형 스미싱 원문

{생활민원}분리수고위반통보 해드립니다.상세한확인(회번호) http://me2do/5xxKgIZb

분리수고위반통보 해드립니다.상세한확인(조회번호) a.cleucleu.org/xx.apk?/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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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다운로드된 arsiv.exe는 <C:\Documents and Settings\[사

용자계정]\Application Data\browser\[버전정보]> 경로 내에 구

글 크롬과 관련된 다수의 .pak 압축파일을 복사한다. 

Chromium.exe는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계정]\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Google\Chrome\User 

Data\Default\Extensions> 경로 내에 악성 스크립트를 생성한다. 

이후 Chromium.exe는 [그림 12]와 같이 오토핫키(AutoHotKey)를 

이용하여 사용자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후킹(hooking)한다. 이는 

실제로 classes.dex 파일을 디컴파일하여 내부 코드를 살펴보면 ‘pm 

install’ 명령어로 추가 앱의 설치를 시도한다. 만약 스마트폰이 루팅

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앱이 설치 

및 실행된다.

추가로 설치되는 앱은 ‘민원24’ 앱에 포함되어 있다. ‘민원24’ 앱의 구

조는 [그림 8]과 같으며, assets의 xxxxx.apk 파일을 설치한다.

또한 이 악성 앱은 수신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과 전화벨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통화를 종료하는 코드가 있다. 사용자는 안전을 위해 앱이 

설치될 때 권한 요청을 잘 확인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공식 

마켓을 이용해야 한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 가능하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Android-Trojan/Narut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해 SNS에서 유포되는 악성코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

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 네트워크로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를 빠르

게 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면, 그와 친구로 맺어진 지인들에게 공유되

며 해당 게시물을 스크랩하거나 ‘좋아요’ 또는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도 그 지인의 친구들인 제3자에게까지 정보가 공유된다. SNS 내에서

는 ‘나’와 불특정다수는 항시 연결되어 있으며 거대한 관계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빠르게 확산된다.

최근 한 SNS를 통해 유포된 악성코드는 SNS가 가진 강력한 정보 확

산 기능을 이용했다. 유튜브(YouTube)를 가장한 음란물 동영상 링크

가 공유된 게시물을 사용자가 클릭하면, 음란물 동영상 재생을 위해 

가짜 플래시 플레이어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이후 사용자가 해당 파

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는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계정]\Application Data\> 경로에 ‘Chromium.

exe’를 자가 복제한다.

복제된 악성코드 Chromium.exe는 외부 C&C 서버와 통신하며, 서버

에서 추가 다운로드할 파일의 해시(hash) 값을 검사한다. 이후 <C:\

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계정]\Application Data> 경로

에 ‘wget.exe’를 이용하여 동일 경로 내에 ‘arsiv.exe’ 파일을 다운받는다.

[그림 9]와 같이 추가로 설치되는 악성 앱은 V3 모바일 백신으로 위

장하여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한다.

악성 앱은 특정 서버와 통신하며 스마트폰의 문자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송한다.

[그림 8] 민원24 앱의 구조

[그림 10] 정보 수집 코드 중 일부

[그림 11] 특정 서버 전송 스트림 중 일부

[그림 9] V3 모바일 백신으로 위장하여 추가로 설치되는 악성 앱

프로세스 DestIP 데이터

Chromium.exe 1*8.**6.2**.1*:80 www.f*****r.com/a**/ok.txt

Chromium.exe 1*8.**6.2**.1*:80 www.f*****r.com/a**/req.php?type=update_hash

Chromium.exe 1*8.**6.2**.1*:80 www.f*****r.com/a**/req.php?type=js

Chromium.exe 1*8.**6.2**.1*:80 www.f*****r.com/a**/req.php?type=key

Chromium.exe 1*8.**6.2**.1*:80 www.f*****r.com/a**/req.php?type=arsiv_hash

wget.exe 1*8.**6.2**.1*:80 www.f*****r.com/a**/req.php?type=arsiv_link

wget.exe 9*.8*.1*.3*:80 P*****an.com:80/app.exe

[표 2] 네트워크 모니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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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NS 사용자의 친구를 게시글에 태그하는 스크립트

[그림 12] 오토핫키를 이용한 키보드와 마우스 후킹

사용자가 변조된 크롬을 실행하면 확장 프로그램으로 삽입된 악성스

크립트에 의해 특정 주소의 접속 차단 및 C&C 서버로 HTTP GET 요

청을 한다. 차단되는 주소는 대부분 안티바이러스 회사들의 사이트 

주소이며, 페이스북의 일부 페이지 또한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크롬을 실행하는 동안 특정 페이지(http://www.

f*****r.com/a**/user.php)로 GET 요청을 보내며, 사용자가 SNS에 

접속하면 스크립트에 의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SNS 친구 20

명을 음란물 동영상 게시물에 태깅한다.

악성 게시물에 태그된 사용자의 친구가 음란물 동영상의 재생을 시도

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SNS 친구들에게도 악성코드는 급속히 퍼

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악성코드는 단 2일 동안 11만 명을 감염

시켰으며, 해당 이슈에 대해 업체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빠

르게 확산되는 정보 공유를 이용한 이번 SNS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는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 사용자가 많은 만큼 이 같

은 사례와 동일한 방법이거나 더 지능화된 방법으로 악성코드 유포지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단시간 내에 자신이 만든 악성코드를 빠르게 전

파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바로 SNS라는 것을 사용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SNS 상에서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링크를 직접 클릭하지 않

더라도 SNS를 통해 악성코드 삽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러한 공격으로부터 사용자의 PC, 스마트기기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미루지 않

고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다면 악성코드의 공격에서 조금은 

안전할 것이다. 

V3 제품에서는 관련 악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 가능하다.

<V3 제품군의 진단명>

Trojan/Win32.Agent (2015.02.26.00)

Trojan/Win32.Asprox (2015.01.28.02)

키보드와 마우스의 동작을 가로채는 행위이며,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

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실행했을 때 강제로 종료시키고 변조된 

크롬을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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