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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 자기 소개 

 

• 3가지 특징 
– 반응 없음 

– 째려봄 

– 질문 없음 

 

• 오탈자, 실수, 틀린 내용은 조용히 찾아오거나 메일로 … 

 

• 목적 
– 주요 DDoS 공격 사건과 악성코드 파일 분석 관점에서 정리 

 

• 한계 
–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악성코드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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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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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란 

•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

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 
–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 

• 구성 
– 공격 시스템 

• 보통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 이용 

– C&C 서버 

• 명령 전달 시스템  

• 보통 해킹된 시스템 이용 

• 별도의 C&C 서버가 없는 경우도 존재 (7.7 & 3.4 DDoS 공격) 

5 



Copyright (C) AhnLab, Inc. 1988-2011. All rights reserved. 

DDoS 란 

• DDoS 공격 

 

 

 

 

 

 

 

 

 

 

• 출처 : 위키피디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f/Stachledraht_DDos_Attack.svg/424

px-Stachledraht_DDos_Attack.sv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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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DDoS 공격인가 ? 

• 피해가 즉각 나타남 
– 블래스터(Blaster) 웜, 새서(Sasser) 웜처럼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는 

악성코드는 언론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음 

 

• 공격 대상과 고객 모두 피해 발생 
– 서비스 중단으로 공격 대상과 이용 고객 모두 피해 발생 

– 공격 받는 기업의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 

 

• 통제가 쉬움 
– 일반적으로 공격 시작과 중단에 대해 실시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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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 도구 탄생 

• 초기 주요 DoS 공격 도구  
– 1999년 : Point to Point 공격 (SYN flood, Ping of death 등) 

– 1999년 : Solaris용 Trinoo 개발 

• 2000년 : Windows로 포팅 

– 2000년 : IRC 스크립트를 악용한 공격 등장 

– 2001년 : 웜에 DDoS 공격 기능 탑재 (Codered worm) 

– 2002년 : Linux용 Tsunami 개발 

• 2011년 : Mac OS X로 포팅 

– 2003년 : 단독 실행 악성 IRC봇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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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DoS 공격 현황 

• 탐지된 DDoS 공격 건수 
– 2009년 53건, 2010년 239건, 2011년 8월까지 194건 

– 기준 : 트래픽 양이 1Gbps 이상이거나 동일 공격이 10분 이상 탐지
된 경우 

– 출처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통신위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이 
2011년 9월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 디도스 침해사고 대응 건수 
– 2009년 42건, 2010년 53건, 2011년 8월까지 42건 

–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기반 업체 : 36건 

– 정부ㆍ공공기관 : 2건 

– 기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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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oS 공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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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DDoS 공격 사례 

• 1999년 6월 말 : 첫 DDoS 공격 발생 

• 1999년 8월 : Trinoo를 이용한 DDoS 공격  

• 2000년 2월 : 미 아마존, 이베이, 야후 공격 

• 2001년 7월 : 코드레드 웜(Codered worm) 백악관 공격 

• 2003년 1월 25일 : 슬래머 웜(Slammer worm) 1.25 인터넷 
대란  

• 2003년 1월 30일 : Win32/Netspree.worm.48448 에 의한 
국내 일부 지역 인터넷 장애 

• 2003년 8월 : 블래스터 웜 마이크로소프트 공격 

• 2004년 : 악성 IRC봇을 이용한 DDoS 공격 급증 

• 2007년 4월 : 에스토니아 공격  

• 2008년 7 월 : 조지아(그루지아) 정부 사이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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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DDoS 공격 사례 

• 2009년 7월 7일 : 7.7 DDoS 공격 발생 
– 미국은 7월 4일부터 공격 받음 

• 2010년 3월 1일 : 디씨인사이드 일본 2ch 공격 

• 2010년 3월 29일 : 베트남 반정부 사이트 공격 

• 2010년 5월 14일 : 국산 툴바에 DDoS 공격 기능 탑재 

• 2010년 5월 31일 : 중국발 69 성전 

• 2010년 8월 15일 : 일본 2ch에서 dcinside와 반크 공격 

• 2010년 12월 : Anonymous 그룹에서 위키리크스 관련 
VISA, Master 등 공격 

• 2011년 1월 : dcinside 연평갤 공격  

• 2011년 3월 3일 : WordPress 공격 

• 2011년 3월 4일 : 3.4 DDoS 공격  

• 2011년 3월 20일 - 21일 : EBS 대입 수능 강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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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DDoS 공격 사례 

• 2011년 5월 25일 : 15개 경쟁사 게임 사이트에 DDoS 공격 
감행해 온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 9명 검거 

• 2011년 10월 26일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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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미 아마존, 이베이, 야후 공격 

• 공격 대상 
– 2월 7일 : 야후  

– 2월 8일 : 아마존, Buy.com, CNN, ebay  

– 2월 9일 : E trade, ZDNet 

 

• 2월 7일 야후의 3시간 가량 서비스 중단으로 일반에 DDoS
를 처음으로 알림 

 

• 관련 자료 
– http://tech.royans.net/2000/06/feb-attack-2000-ddos-attack-

analysis.html 

 

• 유닉스와 윈도우 Trinoo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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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IRC 클라이언트 악용 

• mIRC 클라이언트와 악성 스크립트 이용 (Gtbot) 
–  mIRC 프로그램의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는 

등의 악의적인 일을 하는 프로그램 

– 국내에는 2002년 Win32/Momma.565505 첫 발견 

– V3에서 Dropper/MircPack과 Win-Trojan/MircPack 으로 진단 

• 구성 파일과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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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악성 IRC봇 

• 2003년 1월 30일 Win32/Netspree.worm.48448 에 의한 트
래픽 발생 
– Gtbot이 국내에 알려짐 

 

• 진화 
– 초기에는 변조한 mIRC 클라이언트 이용 

– 자체 IRC 기능 (Agobot, Sdbot 등 등장) 

 

• 2004년부터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 
– 소스코드 공개 

– 패커를 이용한 유사 변형 대량 생산 -> 백신 업체들 언패킹 기능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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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에스토니아 공격 
 • 에스토니아 : 북유럽, 발트해 연안, 러시아 인접 

• 1991년 구소련연방에서 독립 

• 인구 : 160 만 명 

• 동유럽의 정보통신 강국 : 세계 최초 인터넷 전자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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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에스토니아 공격 

• 탈린에 위치한 소련군 참전용사 비석 문제로 촉발 
–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가간 갈등 

 

• 2007년 4월 27일 이후 3주간 지속 
– 에스토니아 관공서, 은행, 포털 공격 당함 

 

• 러시아 내 극우 성향 그룹 소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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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7 DDoS 공격 
 • 7.7 DDoS 공격 리스트 

– 목적이 불분명한 공격 

– C&C 서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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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일 국내에서 일본 2ch 공격 
 • 원인 

– 러시아 한인 유학생 구타 사망 사건과 벤쿠버 김연아 선수 금메달에 
대한 2ch 악플 

 

• 공격 
– 2010년 3월 1일 오후 1시 공격 

– 2ch 측 서버 다운 -> 2ch 측 반격 

 

• 예전에도 서로 공격이 있었음 
– 매년 3월 1일, 8월 15일 공격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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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 공격 

• 베트남 정부 비판 사이트 공격 
– 중국 알루미늄 공사에 허용한 보크사이트 광산 채광권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중국인 유입 비판글 게재 사이트 

– 2010년 10월에도 유사 공격 발생 

•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베트남 정부 유포 의심설 
 

 

 

 

 

 

 

 
 

• 출처 : http://www.symantec.com/connect/ko/blogs/vietnamese-latest-target-politically-motivated-
attack?om_ext_cid=biz_socmed_twitter_2010Mar_trojandosvin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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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툴바에 포함된 DDoS 공격 기능 

• 모 툴바에 DDoS 공격 기능 추가 
– 2010년 5월 14일 공공기관 고객사에서 UTM 장비 및 네트워크가 다

운될 만큼 다량의 UDP 트래픽 발생 

– 애드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트래픽으로 확인 

– V3 진단명 : Win-Trojan/Ipointbag.315392 

 

 

 

 

 

 

 

– http://211.xxx.xx.247/target.html을 통해 지령 전달 

– 개발자 고의 ? 외부 해킹 후 소스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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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국내 인터넷 겨냥한 대규모 공격 
– 5월 31일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DDoS 공격 발생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1316&kind=0 

– V3 진단명 : Win-Trojan/Pcclient.1536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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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2010년 5월 31일 슈퍼주니어 콘서트 소동 
– 중국 내 반한 세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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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중국내 반한 세력 소행 
– 반한 감정을 가진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내 기관 및 기업 공격 

– 중국에서는 ‘69성전’으로 불림 : 69圣战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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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인터넷에서 69 성전 촉구 
– 반한 감정 분출 

– 공격 도구 업로드 

– 2010년 6월 9일 오후 7시로 공격 일시 지정 

– 인증샷 

• 공격 
– 슈퍼주니어 악플 (국내 사이트) 

– 슈퍼주니어 소속사 공격 

– 국내 DDoS 공격 

– 웹사이트 해킹 

 

26 



Copyright (C) AhnLab, Inc. 1988-2011. All rights reserved. 

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슈퍼주니어 악플달기 
– 도용한 주민번호나 가짜 주민번호로 가입 

– 슈퍼주니어 노래에 악플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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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슈퍼주니어 소속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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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6월 11일 및 6월 16일 추가 공격 모의 
–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공격 선동 

– http://ff.netease.com/viewthread.php?tid=418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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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홈페이지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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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국내 사이트 공격 기사 
–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00612154023

573&ts=161854 

– V3 진단명 : Win-Trojan/Agent.73728.A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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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국발 6.9 성전 

• 69 성전 기사 

 

 

 

 

 

 

 

 

 

 

 
• http://www.chinahush.com/2010/06/11/69-jihad-incident-chinese-internet-users-holy-war-against-korean-pop-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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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카드사 이용대금 가장  

• 카드사 이용 대금 명세서 위장 
– 2010년 6월 23일 포털 공격 

– V3 진단명 : Win-Trojan/Mail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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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카드사 이용대금 가장  

• 유사 변형 
– 남아공 월드컵, 쇼핑몰 이벤트, 쇼핑몰 대금 등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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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카드사 이용대금 가장  

• 접속 주소 및 공격지 정보 
– 당시 특정 포털 사이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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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5일 반크공격 

• 반크 공격 
– Win-Trojan/Kadak.188416, Win-Trojan/Kadak.204800 등 

– 2010년 8월 15일에 실행될 때만 DDoS  공격 

– 국내 주요 포털, gall.dcinside.com, prkorea.com 공격 

–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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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5일 반크공격 

• 일본에서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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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Dcinside 연평갤 공격 
 •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dcinside 회원들이 우리민족끼리 사

이트 해킹과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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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Dcinside 연평갤 공격 
 • 2011년 1월 6일 dcinside 연평도 갤에 DDoS 공격들어옴 

– 다른 포털 사이트도 공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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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Dcinside 연평갤 공격 
 • dcinsde 측에서도 우리민족끼리에 반격 들어감 

– 하지만. 범인은 국내 중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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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4 DDoS 공격 
 •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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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은 이제 일상적인 일 
 • DDoS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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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DDoS 공격 악성코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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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초기 공격 도구 Trinoo 

• Trinoo 프로젝트 
– 1999년 솔라리스 기반 

– UDP  

• 윈도우 버전  
– V3 진단명 : Win-Trojan/Trinoo.23145 

– 2000년 2월 윈도우로 포팅  

• 시스템 폴더 service.exe로 복사 및 레지스트리 등록 

• 27444 포트 -> 34555 포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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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2010년 5월 말 중국발 DDoS 공격 샘플 

– 69 성전 전 공격으로 추정되며 공격 도구 판매 사이트 파악 

– V3 진단명 : Win-Trojan/Scar.61440.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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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국내 공격에 사용된 다른 공격 같은 샘플 
– 접속 주소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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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주요 문자열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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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공격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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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현황 
– 40가지 이상 악성코드 그룹 존재 

 

• 주요 특징 
– 대부분 C 언어로 작성 

– 주로 서비스로 등록 

– 지정된 주소로 접속 

– 시스템 상태 정보 전송, 파일 다운로드, 키로거, CMD.exe 실행 등 추
가 기능 가진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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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소스코드 공개 
– 중국발 DDoS 공격 도구가 유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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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DDoS 공격 도구 

• 소스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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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DoS 공격 

• 악성코드 역할도 
– 7.7 DDoS 공격 악성코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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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DoS 공격 
 • 분석가 정보 전송 

– 분석가 정보로 무엇을 ?! 

53 



Copyright (C) AhnLab, Inc. 1988-2011. All rights reserved. 

국산 DDoS 공격 도구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지하고 공격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 

• 다람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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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DDoS 공격 – Agent.257382 

• 조금 다른 파일 생성 
– 샘플 분류 어렵게 함 

– 백신에서 매번 바뀌는 영역에서 진단값을 잡으면 미진단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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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DDoS 공격 악성코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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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커 이용 

• 패커 이용 
–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한 패커 이용 

– 일반적으로 자체 패커보다 WinLicense, Themida, VMProtect 등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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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DNS 이용 

• 국내 다이나믹 DNS 
–  DDoS 공격 명령을 내리는 C&C 서버로 이용 

– 평소에서 정상 사이트 주소로 연결되고 공격할 때만 변경해 분석을 
혼란 혹은 방해 

• 주요 다이나믹 DNS 
– webkebi, no-ip.com, dyndns.o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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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생성기 이용  

• Netbot attacker 등 중국산 DDoS 공격 프로그램 생성기 이
용 잦음 
– 국내 초/중/고생들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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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 이용 

• 웹사이트 통한 배포 
 

 

 

 

60 



Copyright (C) AhnLab, Inc. 1988-2011. All rights reserved. 

국내 환경 이용 

• 웹하드를 통해 야동 혹은 유틸리티 가장 
– 동영상 파일을 SFX 형태로 압축 

– 사용자가 실행 할 경우 동영상이 풀리면서 악성코드도 설치 

– DDoS 공격 악성코드 배포 외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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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 이용   
 • 웹하드 업데이트 서버 해킹 

–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면 자동 설치 

– 7.7 & 3.4 DDoS 공격 때 이용 

• 웹하드 서비스 업체를 해킹해 업데이트 파일을 악성코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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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메시지 

• 내국인 혹은 한국어 가능자 ? 
– 만세 

– 1234fmf qkdgofakffk (1234를 방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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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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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사이버군 인력 존재 알려짐 

• 수사 결과에 따르면 7.7 DDoS 공격과 3.4 DDoS 공격은 북
한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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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반한 감정 
– 한류의 유행과 그에 따른 반발 

– 슈퍼주니어 콘서트 사건으로 69 성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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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원격제어와 DDoS 공격 도구 제작 및 판매 (2010년 6월) 
– 중국발 69성전에 동원된 DDoS 공격 프로그램 제작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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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인/한국 대상 악성코드 제작 및 판매 
– 웹 explosion 프로그램 : 3개월 10,000 위안(약 1,600 $, 2010년 기

준) 

– DDoS 공격 프로그램 : 1년 5,000 위안 (약 800$,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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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인/한국 대상 악성코드 제작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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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글화 DDoS 공격 도구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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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ch 내 넷우익 

– 국내 dcinside, 웃긴대학 등 커뮤니티와 충돌 

 

• 2ch (2ちゃんねる : 니 챤네르) 
– 1999년 5월 니시무라 히로시 (西村博之氏)씨가 개설한 일본에서 가

장 유명한 거대 익명 게시판 사이트  

– 국내에서는 2채널로 알려짐 

 

• 양국에 대한 DDoS 공격 존재 
– 매년 3월 1일, 8월 15일 긴장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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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 반한 기류 

– 1992년 한중 수교로 타이완과 단교 

– 한류에 반발하는 사람들 존재 

– 정치적으로 이용 된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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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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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 공조의 필요성 
– 어떤 기관 및 기업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음 

• 공조 대상 
– 보안업체 (관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 보안관제, 백신 등) 

– 인터넷 서비스 업체  

– 국가기관 (국정원, 방통위, 행안부 등) 

– 수사기관 (검찰, 경찰) 

– (다른 나라) 

• 공조 내용 
– DDoS 공격 발생 시기와 대상 

– DDoS 공격 시스템, C&C 서버, 샘플 

• 현황 
– 공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안되고 있음 

– 부분적인 협력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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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입장 

• 보안 업체  
– 고객 정보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 

– 정보 공유 자체가 일이 될 수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업체 
– 서비스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오판으로 인한 피해 발생 분쟁 

 

• 수사 기관 및 국가기관  
– 수사 혹은 안보 기밀 사항 

– 국가기관간 영역 구분 

 

• 국가 
– 국가간 이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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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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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및 전망 

• 국내 DDoS 공격은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DDoS 공격자는 국내 환경을 적극 이용 

 

• 2011년 가을 현재 DDoS 공격은 감소 중 
– 감소 원인 ? 

– 단순 착각 ? 

 

• 스마트폰 등을 통한 DDoS 공격 가능성 제기 
– 스마트폰 DDOS 공격 현실성 분석 (금융 I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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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DDoS 공격 뿐 아니라 사이버공격에 대한 민관 공조 
–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 대국민 홍보 
– 오해 

• DDoS 공격 받음 == 해킹 당함 

• 공격 받은 업체 숨김 

– 무관심  

• 백신에서 퇴치 기능 추가되어도 DDoS 공격 발생 

– 공포심 

• 자칫하면 지나친 공포감 조성 

 

• 정확한 정보 필요 
– 2010년 4월 15일, 4월 20일, 6월 25일 공격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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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메일주소: jackycha@ahnlab.com / xcoolcat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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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s Against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 http://www.garykessler.net/library/ddos.html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Attack Timeline 
– http://www.parabon.com/faqs/ddos-timeline.html 

• Jeff Edwards & Jose Nazario, A survey of Chinese DDoS 
malware, VB2011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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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ario-VB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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