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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 OS X 그리고 보안 



매킨토시 

국내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았던 맥  

• 매킨토시 (Macintosh) 

    -  애플사가 디자인, 개발, 판매하는 개인용 컴퓨터 제품 이름으로 보통 맥으로 부름  

     - 1984년 1월 24일 처음 출시된 매킨토시는 명령 줄 인터페이스 대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 채용  

 

• 필자가 실제로 처음 본 맥 

    - 1991년 맥 클래식으로 추정 

     - 실제 사용은 2011년 맥북 에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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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X 

OS X 

• 넥스트 사의 BSD 유닉스 계열 기반인 NeXTSTEP 을바탕으로 제작 

    - 2001년 3월 : Mac OS X 10.0 치타(Cheetah)  

     - 2006년 : 첫 인텔 지원 Mac OS X 10.4.4 Tiger 탄생 

     - 2009년 : 인텔만 지원하는 Mac OS X 10.6 Snow Leopard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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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맥 악성코드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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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악성코드에 대한 사용자 생각 

맥 백신은  
시기상조 

악성코드  
위협은 과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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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악성코드에 대한 사용자 생각 

* 출처 : http://betanews.com/2012/04/06/three-quarters-of-mac-owners-dont-use-anti-malware-software/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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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사용자들의 맹목적(?) 믿음  ?! 



보안 

2012년 6월까지 애플 입장 

• 맥은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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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2012년 6월까지 애플 입장 

• 맥은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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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 위협 타임라인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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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 리차드 스크렌타(Richard Skrenta) 최초의 애플2 컴퓨터 바이러스 Elk Cloner 제작 

• 1981년 : 조 델링거 (Joe Dellinger) 애플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주장 

• 1982년 : Elk Cloner 바이러스 퍼짐 

• 1984년 1월 24일 : 매킨토시 출시 

• 1987년 : 최초로 널리 확산된 맥 바이러스 nVIR 등장 

• 1988년 : HyperCard 감염 시도 Dukakis 바이러스 발견  

•1988년 3월 2일 : 정품 소프트웨어에서 최초로 발견된 MacMag 바이러스 

• 1988년  봄 : 달라스 EDS 사를 겨냥해 제작된 Scores 바이러스 발견 

• 1990년  5월 :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파일을 감염시키는 Mdef 바이러스 발견 

• 1991년 3월 :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최초 HyperCard 감염 HC 바이러스 발견 

• 1993년 : HyperCard 에서 자동 실행 스크립트 Merryxmas 바이러스 발견 

• 1994년 : RISC 파워 피씨 (RISC PowerPC) 기반 파워맥 발표 

• 1995년 : MS 워드 매크로 바이러스 WM/Concept 확산 

• 1997년 11월 : 맥도 감염 시킨다고 주장한 Esperanto 바이러스 발견 (실제 감염 어려움) 

• 1998년 : 홍콩에서 시작된 AutoStart 9801 웜  전세계 확산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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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3월  24일 : OS X 10.0 치타(Cheetah) 출시 

• 2004년 4월  9일 :  iTunes 플레이어 취약점 이용한 MP3 파일 형태 Amphimix  등장  

• 2004년 10월  23일 : 첫 OS X 악성코드 Opener 발견 

• 2006년 1월 10일 : 첫 인텔 프로세서 지원하는 Mac OS X 10.4.4  타이거(Tiger) 공개 

• 2006년 2월 13일 : iChat 메신저로 전파된 Leap  웜 발견 

• 2006년 2월 16일 : 취약점 이용해 블루투스로 전파되는 Inqtana 웜 공개 

• 2006년 2월 21일 : 맥 OS X 제로데이 취약점 공개 

• 2006년 9월 12일 : 일부 iPod 윈도우 악성코드 포함해 출시  

• 2006년 11월 : 자바 취약점 (CVE-2005-0716, CVE-2006-1471) 이용한 Niqtana 웜 발견 

• 2006년 11월 : 현재 폴더 내 파일을 감염시키는 Macarena 바이러스 발견 

• 2007년 5월 22일 : 오픈오피스 매크로 악성코드 BadBunny 웜 발견  

• 2007년 10월 : DNS 주소를 변경하는 RSPlug (DNS Changer) 등장 

• 2007년 10월 26일 : 파워PC와 인텔 x86 지원하는 맥 OS X 10.5 레퍼드 (Leopard) 발표 

• 2008년 1월 17일 : 첫 가짜 백신 MacSweeper 등장 

• 2008년 6월 14일 : AppleScript.THT 발견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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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백도어 Hovdy 등장 (?!) 

• 2008년 : 악성코드 생성도구 RKOSX 등장   (?!) 

• 2008년 12월  3일 : 애플사 악성코드 경고 후 언론의 관심으로 웹사이트 삭제  

• 2009년 : 해적판 iWorkS 에서 악성코드 Iservice 포함  (?!) 

• 2009년 8월 28일 : 초보적 안티 바이러스 기능과 인텔만 지원하는 맥 OS X 10.6 스노 레퍼드

(Snow Leopard) 발표 

• 2010년 : 무료 개인 사용자 맥용 백신 출시 증가 

• 2010년 : 키로거 등장 (?) 

• 2010년 4월 20일:  백도어 기능을 가진 HellRTS.D (Backdoor.OSX.Reshe.a) 발견 BlackHole (?!) 

• 2010년 10월 26일 : 자바 애플릿으로 윈도우와 OS X 동시 감염 Boonana 발견 

• 2011년 5월 2일 : 가짜 백신 MacDefender, MacSecurity, MacProtector, MacGuard 등장 

• 2011년 7월 : 맥북 프로/에어 배터리 취약점을 이용한 기능 정지 및 과열 발표 

• 2011년 7월 : 표적공격용으로 추정되는 중국 반대 사진 포함한 윈도우/OS X 악성코드 발견  

• 2011년 9월 : PDF로 위장한 악성코드 발견 (?!) 

• 2011년 10월 : Linux DDoS 공격 도구 Tsunami OS X로 포팅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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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 비트코인 획득 악성코드 등장 

• 2012년 3월 : 티벳 NGO 표적공격에 OS X 백도어 이용 

• 2012년 4월 : 자바 취약점(CVE-2012-0507) 이용한 Flashback 변형 60 만대 이상 감염 

• 2012년 4월 13일 : 티벳 NGO 표적공격에 이용된 Sabpab 발견 

• 2012년 4월 24일 : Sophos 자사 제품 이용 맥 시스템 5대 중 1대가  윈도우 악성코드 보관 발표 

• 2012년 6월 14일 : 애플, 악성코드에 안전하다는 마케팅 문구 수정 

• 2012년 6월 27일 : 중국 내 위구르 독립 운동가에 대한 표적 공격 확인 

 



1981년 Elk Cloner   

최초로 확산된 애플2 컴퓨터 바이러스 

• 1981년 15세 리차드 스크렌타(Richard Skrenta) 제작 

• 1982 년 실제 확산된 최초의 애플 컴퓨터 바이러스  

•  디스크 입출력 (LOAD, BLOAD, CATALOG)  명령 시 플로피 디스크 감염    

•  감염된 디스크로 부팅 할 때 증상 존재 

   - 15 회 : INVERSE 모드, 20 회 : 비프, 25 회 : FLASH 모드, 50회 : 메시지 출력 , 77 회 : 리부트 

  - 매번 50 회 부팅시 메시지 출력으로 잘못 알려짐 (80회 때 부팅 횟수 초기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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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Elk Cloner   

최초로 확산된 애플2 컴퓨터 바이러스 

• DOS 3.3 명령 (LOAD, BLOAD, CATALOG) 변경 해 바이러스로 점프  

  -  CATALOG 명령이 시작되는 0xA56E에 바이러스  코드로 점프하는 JMP $90B6 명령으로 수정  

 

 

 

 

 

 -  $90B6에서 먼저 감염 여부를 확인 후 원래 CATALOG 명령 수행하고 바이러스 감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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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Joe Dellinger 

1980년대 초 애플2 컴퓨터용 테스트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주장 

• 1981년 - 1983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생 Joe Dellinger가 제작했다고 주장 

• 일부 바이러스 외부로 유출 

    - Congo 게임 중지 , 변형 UUIC에 퍼짐  

   -  제거 프로그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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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yarchive.net/risks/early_virus.html 



1987년 nVIR 

널리 확산된 nVIR 바이러스 

• 당시 흔히 접할 수 있는 맥 바이러스 중 하나 

    - System 4.1 – 8 에서 동작  

     - 주로 플로피 디스크로 전파 

 

• 소스코드 공개 

    -  다양한 변형 등장  

          * MacIntalk 설치 되어 있을 때 beep 음 대신 Don’t panic. 소리  

 

•  맥용 백신 프로그램 등장 

     - http://www.mactech.com/articles/mactech/Vol.04/04.05/Vir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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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Dukakis  

HyperCard virus 제작 시도  

• HyperCard 

    - 1987년 애플이 매킨토시 시스템 6 버전과 함께 만든 응용 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유사 연결된 링크를 클릭해 상호 작용 기능 존재 

     - 하이퍼토크를 이용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내고 데이터를 관리 

     - 2004년 3월 지원 공식 중단 (파워 PC OS X 클래식 모드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인텔 기반에서는 사용 불가) 

• 최초의 하이퍼카드 바이러스 

    -  Michael Dukakis의 미 대선 출마 관련 메시지 출력  

"Greetings from the HyperAvenger! I am the first HyperCard virus ever. I was created by a mischievous 

14 year old, and am completely harmless. Dukakis for preseident in '88. Peace on earth and have a 

nice day” 

     -  버그로 실제 감염은 발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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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2일 MacMag  

최초 드롭퍼 방식 및 정품 소프트웨어에서 발견 

• HyperCard stack에 드롭퍼 (Dropper)형태로 존재 

  - 1988년 2월 7일 Compuserve의 HyperCard Forum 이용자들이 NEWAPP.STK에 대한 경고 글 올림 

  - 바이러스 자체는 하이퍼카드 감염 시키지 않음 

 

• 최초로 정품에서  바이러스 발견 

   - Aldus Software의 FreeHand  소프트웨어에 감염되어 제품 리콜 

 

- 1988년 3월 2일 메시지 출력 후 자신을 삭제 

    -  "RICHARD BRANDOW, publisher of MacMag, and its entire staff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vey their UNIVERSAL MESSAGE OF PEACE to all Macintosh users around the world“ 

    - MacMag 컴퓨터 잡지 발행인 Richard Brandow 서명이 존재하지만 실제 바이러스 제작자는 Drew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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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봄 Scores 

특정 회사나 제품을 겨냥한 최초의 바이러스 

• 1988년 봄 제너널 모터스(General Motors) 자회사인 EDS에서 발견 

    -  애플사, 미 하원, NASA, 보잉 사 등에서 발견 

          * NASA에 침입해서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손상시키 걸로 잘못 알려짐 

 

• 특정 회사나 제품을 겨냥한 최초의 바이러스 

    -  EDS  (electronic data systems) 내부 프로그램인 ERIC과 VULT 찾음  

          * 시스템 감염 4일 후 ERIC과 VULT 실행되는지 확인 

          * 시스템 감염 7일 후 VULT 리소스의 제품들에 영향 미침.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일련의 에러 표시 해 다운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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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월 HC (Two Tunes) 

최초의 하이퍼카드 감염 바이러스 

• 하이퍼카드 감염 

    -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최초 보고  

     - 스택 스크립트를 감염 시켜 열면 자동 실행 (매크로 바이러스 선조) 

• 맥 독일어 버전에서 증상 발생 

   - 독일 전통 민요 (Behind the Blue Mountions) 연주 

   - Hey, what are you doing? 과 Don’t panic. 출력 

 

 

 

 

 

 

 

• 1993년  자동 실행되는 하이퍼카드 바이러스 Merryxmas 발견 

   - 최초의 하이퍼카드 바이러스로 잘못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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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http://www.accessmylibrary.com/article-1G1-10614183/latest-mac-viral-infection.html 



1995년 Concept  

워드 매크로 바이러스 강타 

• 멀티 플랫폼 

    -  윈도우/맥 MS 워드에서 문서 감염 시키는 바이러스  

          * 맥에서 HyperCard 바이러스 이후 매크로 바이러스 문제 발생 

 

 

 

 

 

 

 

 

 

 

•일부 백신에서 진단 문제 발생 

    -  당시 맥은 CPU 방식 차이로 인텔과 파일 저장 방식이 다름  (Big-endian & little-endian) 

• Excel 98 이후 엑셀 매크로 바이러스 Laroux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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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Esperanto 

IBM PC와 맥 동시 감염 주장 

• 멀티프로세서 & 멀티플랫폼 바이러스 주장 

    -  1997년 바이러스 제작 그룹 29A 의 리더 Mr. Sandman가 제작한 바이러스 

          *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감염 시킬 수 있다고 주장 (현실에서 감염은 어려움) 

           * 맥 바이러스로는 2년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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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AutoStart  

파워맥에서 전파되는 홍콩발 AutoStart 9805 

• 1998년 4월 홍콩과 대만에서 발견 

    -  퀵타임 2.0(QuickTime 2.0 이상) 과 CD-ROM AutoPlay 기능 필요  

     - 국내에도 유입되어 엘렉스에서 백신 제공 (1998년 5월 19일 경향신문 22면) 

        * 국내에서 제작된 최초의 맥 백신 프로그램으로 추정 

 

 

 

 

 

 

•  퀵타임 2.0 이상의 AutoPlay 기능 이용 

    -  HFS (Hierarchical File System)나 HFS+ 매체 (하드디스크, 디스켓, 집 디스크 등) 감염 

• 데이터 손상 

    -  data, cod, csa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파일에 쓰레기 덮어씌움 

     - 변형 중에는 JPEG, TIFF, EPSF 파일 손상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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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9일 Amphimix 

iTunes 플레이어 취약점 이용한 MP3 파일 형태 POC 

• iTune 플레이어 취약점 이용 

    -  MP3 파일 형태로 플레이어 취약점 이용해 메시지 출력하는 POC  

     - 일부 언론에  ‘new form of Mac OS X virus’  등으로 잘못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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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http://www.sophos.com/en-us/press-office/press-releases/2004/04/va_macmp3.aspx 



2004년 10월 23일 Opener (Renepo) 

Unix shell 스크립트 웜 

• 첫 맥 OS X 악성코드로 알려짐 

   - 2004년 3월 3일 DimBulb 가 Macintosh Underground forum에 가입  

   - 3월 13일부터 스크립트 웜에 대해 포스팅 하며  그룹 사람들과 함께 제작 

   - 9월 10일에 포스팅 된 버전이 10월 23일 2시 43분부터 외부에 알려짐 

   - 10월 24일 부터 항의 게시물 폭증해 제작 포기 

• 증상 

   -  시스템 보안 설정 낮춤 

   -  OS X 방화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해제 

   - ohphoneX  (목소리 및 비디오 공유), dsniff (암호 스니퍼), John the Ripper  (암호 크랙) 다운로드 후 설치 

• 애플 대응 

   - 애플사 악성코드 부정하며 공식 대응 안 함   

"Apple has just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and will not comment beyond this: 'Opener is not a virus, Trojan horse, or 

worm. It does not propagate itself across a network, through email, or over the web. Opener can only be installed by someone who 

already has access to your system and provides proper administrator authentication. Apple advises users to only install software 

from vendors and websites that they know and trust.‘” 

    -  2005년 4월 애플사 OS X 10.4 Tiger  보안업데이트 발표 (취약점은 2003년 봄 부터 존재) 

28 



2004년 10월 23일 Opener (Renepo) 

Unix shell 스크립트 웜 

• 자세한 이야기 

     - http://rixstep.com/1/20060311,0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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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3일 Leap  

실질적 첫 OS X 악성코드 

• 전파 

    -  iChat 친구 리스트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latestpics.tgz를 전송 

          * 버그로 모두 성공하지는 못함 

 

 

 

 

 

 

 

 

• 코드 내 문자열 

 

 

 

•맥 OS X 사용자에 실제 발생한 첫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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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http://www.symantec.com/security_response/writeup.jsp?docid=2006-021614-4006-99&tabid=2 



2006년 2월 16일 Inqtana  

애플 맥 OS X 취약점 (CVE-2005-1333) 이용해 블루투스로 전파되는 웜 

• 미국 Kevin Finisterre가 자바로 제작한 개념 증명 웜  

     -  Apple Mac OS X BlueTooth Directory Traversal Vulnerability (CVE-2005-1333, Bugtraq ID 13491) 이용       

     - 보안업데이트 적용되지 않은 맥 OS X 10.4 타이거만 감염 가능 

     -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장비로 w0rm-support.tgz , com.pwned.plist, com.openbundle.plist 전송 

     - 2006년  2월 24일 이후 활동하지 않음 

     - 일부 변형은 맥 OS X 10.3 에서도 감염 

• 디컴파일한 자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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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2일 일부 iPod 윈도우 악성코드 포함해 판매 

일부 iPod에 윈도우 악성코드 포함해 출시 

• 사용자 문의         

 

 

 

 

 

 

 

•10월 16일 애플 공식 발표   

  -  2006년 9월 12일 이후 출시된 1% 미만의 비디오 iPod에서 윈도우 악성코드 포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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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http://www.apple.com/support/windowsvirus/  



2006년 11월 Niqtana & Macarena  

개념 증명 (POC) 악성코드들  

• 취약점 이용하는 Niqtana 웜 

    -  OS X 10.3.x 취약점 (CVE-2005-0716)과 10.4.x 취약점 (CVE-2006-1471) 이용  

          * 악성코드 일부분은 Perl 로 작성 

• 파일 감염 시도 Macarena 바이러스 

    -  첫 Mac OX 파일 감염 바이러스  

          * 현재 디렉토리의 인텔 플랫폼 파일 감염 

           * 실행 뒷부분에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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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2일 오픈오피스 악성코드 

오픈 오피스 악성코드 

• 오픈 오피스 (OpenOffice) 

    -  http://www.openoffice.org에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오피스 프로그램 

     - 윈도우, 리눅스, 맥 OS를 지원  

• Badbunny    

    -  2007년 5월 22일 발견  

          * 오픈오피스 매크로를 이용한 악성코드 (버그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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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RSPlug (Dnschanger) 

금전적 이득 목적의 악성코드 등장 

• RSPlug(Dnschanger) 

    -  DNS 주소 변경 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금전적 이득 

• 스크립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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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7일 첫 가짜 백신 프로그램  

맥용 가짜 백신 프로그램 Mac Sweeper 등장 

• KiVVi Software에서 제작한 가짜 백신 프로그램 

    -  항상 무언가 진단하고 구매 요구  

          * 제작 회사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강제 마케팅 등으로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 

 

 

36 



2008년 6월 14일 애플스크립트 THT  

Apple Script 악성코드 

• AppleScript Trojan Horse Template  

 -  Apple Remote Desktop 클라이언트 설치된 OS X 10.3 , 10.4, 10.5에서 활동  

          * http://www.macshadows.com/kb/index.php?title=ARDAgent_exploit 

• The Shared Forums의 여러 멤버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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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일 애플사 백신 프로그램 권장 후 삭제 

애플사 악성코드 경고 후 언론 관심으로 웹사이트 삭제 

• 애플사 백신 프로그램 사용 권장 

 

 

 

 

 

 

 

 

• 애플사 백신 프로그램 사용 권장 페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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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8일 Snow Leopard 출시 

백신 기능 포함된 Snow Leopard 출시 

• 애플의 대응 

    -  10.6.0 버전에서 RSPlug 와 iWork (Iservice)에 대한 진단 기능 추가  

     -  10.6.7 버전 : 4개 악성코드 제거 

• XProtect  

    -  공식 명칭은 아님  

 

 

 

 

 

 

 

     - 기능 한계 존재 

          * 일부 악성코드만 진단 가능 

           * 다운로드 되는 파일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백신 프로그램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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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6일 Boonana  

자바 애플릿 기반 멀티플랫폼 악성코드 

• 유포 

    -  페이스북 단축 URL 통해 최초 유포 

     - 'IMPORTANT! PLEASE READ. Hi [페이스북 사용자명]. Is this you in this video here : 

[특정 단축 URL]‘   

     - JAR 파일 다운로드되고 악성코드 감염 

• 다운로드 

    -  사용하는 운영체계에 따라 다른 악성코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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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가짜 백신 프로그램 대거 등장 

본격적인 가짜 백신 프로그램 등장 

• 가짜 백신 프로그램 대거 등장 

    -  Mac Defender, Mac Protector, Mac Security, Mac Guard, Mac Shield 등의 이름 사용  

          * 애플사 5월 30일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제거 추가 

• 실제 문제 발생 

    -  AppleCare로 6 만 건의 문의 발생  

• 애플 대응 

    -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 알려짐  

 

 

 

 

 

 

          

 * 국내에는 애플사에서 악성코드를 부정하라는 내용으로 잘못 알려짐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express_freeboard2&page=1&sn1=&divpage=12&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

=30424&cstart_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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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i.zdnet.com/blogs/apple-support-instructions.png?tag=content;siu-container 



2012년 3월 티벳 NGO 표적 공격 

맥도 표적공격 대상 

• 2011년 7월 Olyx 

    -  PortalCurrent events-2009 July 5.rar 에서 윈도우와 맥 악성코드 발견 

 

 

 

 

 

 

 

                            * 출처 : http://blogs.technet.com/b/mmpc/archive/2011/07/25/backdoor-olyx-is-it-malware-on-a-mission-for-mac.aspx 

       - RAR 파일 안에 중국 반대 시위 관련 사진 포함  

• 2012년 티벳 관련 단체에 표적 공격 이용 

    - 3월 9일 : MS 오피스 취약점 (MS09-027) 이용한 표적 공격  

     - 3월 19일 : 실제 티벳 단체 공격 정보를 담은 메일에 자바 취약점(CVE-2011-3544)  공격 포함 

     - 4월 13일 : 자바 취약점(CVE-2012-0507)으로 설치되는 Sabpub를 이용한 표적 공격   

     - 6월 27일 : 중국 위구르 독립 운동가에 대한 표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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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티벳 NGO 표적 공격 

왜 맥에 대한 공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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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이 라마 맥 이용 



2012년 3월 티벳 NGO 표적 공격 

1. 워드 취약점 이용한 표적 공격 

44 

• 워드 취약점 (MS09-027) 이용한 OS X 악성코드 발견 

- http://labs.alienvault.com/labs/index.php/2012/ms-office-exploit-that-targets-macos-x-seen-in-the-wild-delivers-mac-control-rat/ 

•  메일 양식 



2012년 3월 티벳 NGO 표적 공격 

1. 워드 취약점 이용한 표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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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는 Mac Control로 부름 

 

 

 

 

 

 

 

• 접속 주소 

- freetibet2012.xicp.net 



2012년 3월 티벳 NGO 표적 공격 

2. 자바 취약점 이용한 티벳 NGO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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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벳 NGO 공격에 티벳 표적공격 정보 이용 

  - Backdoor.Lamadai.1, OSX/Agent.AB, Backdoor:OSX/Olyx.B, OSX/AftDr-B, OSX_Rhino.AE 등으로 불림 

  - 일부 백신 회사에서 OSX/Olyx.B라고 부르지만 Olyx와 연관성 없음  

*  출처 : https://malwarelab.zendesk.com/entries/21142806-alienvault-s-report-on-targeted-attacks-on-tibetan-
ngos-is-being-used-to-deliver-malware-to-tibetan- 



2012년 3월 티벳 NGO 표적 공격 

2. 자바 취약점 이용한 티벳 NGO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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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 취약점(CVE-2011-3544) 이용 

  - default.jar에 윈도우 악성코드,  index.jar에 OS X 악성코드 포함 

 

 

 

 

 

 

 

• 접속 주소 

  - 윈도우 악성코드 

   * tibet.zyns.com (100.42.217.73, 미국) 
   * yahoo.xxuz.com (100.42.217.91, 미국) 
   * lyle.changeip.org (100.42.217.73, 미국) 

  - 맥  악성코드 

   * dns.assyra.com (100.42.217.73, 미국) 

default.j

ar 

index.jar 



2012년 4월 Flashback 

제로데이 자바 취약점 이용한 Flashback 변형 맥 60 만대 이상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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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발견된 자바 취약점 이용 

    - 2월 CVE-2011-3544 & CVE-2008-5353 취약점 이용 

    - 3월 16일 CVE-2012-0507 취약점 이용 (애플사 늦은 업데이트로 19일 동안 제로데이 공격 발생) 

• 4월 3일 애플사 업데이트 실시 

    -  APPLE-SA-2012-04-03-1 Java for OS X 2012-001 and Java for Mac OS X 10.6 Update 7 

• 최대 75 만대 이상 시스템 감염 (http://news.drweb.com/show/?i=2341&lng=en&c=5) 

  -  미국 352,341 대, 캐나다 123,033 대, 영국 84,013 대, 오스트레일리아 48,298 대 

   -  대한민국 : 130 대   

           



2012년 4월 Flashback 

• 2011년 9월 : 첫 Flashback 등장 

• 2월 15일 : 오라클 자바 취약점 (CVE-2012-0507  ) 패치 발표 

• 2월 : 악성코드 배포에 구버전 자바 취약점 (CVE-2008-5353과 CVE-2011-3544)이용 

• 3월 중순 (10일 혹은 16일) : Flashback 악성코드 자바 제로데이 취약점 (CVE-2012-0507) 로 

변경 

• 4월 3일 : 애플사 보안 업데이트(OS X Lion 2012-002) 발표 

• 4월 4일 : 러시아 Dr. Web 사 flashback 감염 맥 55 만대 발표 (최대 75만대 주장 업체 존재) 

• 4월 14일 : 애플사 OS X에 Flashback 제거 기능 업데이트 

• 4월 18일 : 감염 시스템 14만대로 감소 

• 5월 1일 :  부정 광고 클릭으로 하루 10,000 달러  소득 추정 

• 5월 14일 : OS X 10.5 Leopard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 (10.4 Tiger는 여전히 미제공)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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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12년 4월 Flashback 

애플 대응  

• 4월 14일 악성코드 제거 

    -  OS X 10.6  Snow Leopard와 OS X 10.7 Lion에 대한 악성코드 제거 능력 포함  

     -  OS X 10.5 Leopard는 5월  14일에 맥 OS X 10.5.8에 악성코드 제거 및 자바 기능 해제 업데이트 

          * http://support.apple.com/kb/HT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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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Flashback 

애플 대응  

• 4월 18일 감염 대수 14 만대 추정 

    -  감염 대수 감소   

          * http://www.symantec.com/connect/blogs/flashback-cleanup-still-underway-approximately-140000-infections ://support.apple.com/kb/HT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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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3일 Sabpab 

티벳 NGO에 대한 표적 공격 

• 오피스와 자바 취약점 이용 

     - 2012년 2월 : 워드 문서 (MS09-027, CVE-2009-0563) 이용한 공격 (1.5 개월 동안 발견 안됨) 

     - 2012년 4월 : 자바 취약점 이용한 공격  

          * 2012년 2월 샘플은 4월 자바 취약점 이용한 공격 후 발견 . 

• 백도어 기능 

 

 

 

 

 

 

• Luckycat와 연관성 

    -  동일 IP 접속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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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 위구르 독립 운동가에 대한 표적공격 

중국 위구르 독립 운동가에 대한 표적공격 

• 메일에 사진과 악성코드 첨부 

     - 파워PC와 인텔 맥에서 실행 가능한 백도어 

• 2012년 3월 티벳 표적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유사 

    - 동일 세력이 티벳과 위구르 독립 운동가 감시 목적으로 제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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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경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OS와 프로그램의 취약점  
 

저장 매체 

맥 APP 스토어 

다운로드 

전자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프로그램 

인터넷 서핑 

주요 감염 경로 

윈도우와 유사한 감염 경로 



4. 대응 방법과 한계 



현황 

증가하는 맥 점유율 

• 맥 점유율   

    -  세계 6 - 8% , 미국 10 – 15%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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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맥 악성코드 감염 현황 

• 2012년 4월 26일 Sophos 발표 

    -  Sophos 맥 백신 제품 사용자 시스템 10만대 검사 결과 36대 중 1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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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http://nakedsecurity.sophos.com/2012/04/24/mac-malware-study 



대응 

애플 

• 사파리(Safari) 보안 강화 

  - 사파리 5.1.7 이후 패치 안된 Adobe Flash 플러그인 사용 금지 

  - Adobe Flash 자동 업데이트 기능  

• OS X 업데이트 

   - 종종 늦은 보안 업데이트로 사용자 원성     

    - OS X  마운틴 라이온(Mountain Lion) 자동 업데이트 제공  

• 악성코드 대응 

    -  Xprotect 를 통한 특정 악성코드 대응  

          * 대응 악성코드 종류가 적고 모든 변형을 처리 못함 

• 프로그램 및 제작자 관리 

   -  Gatekeeper를 통해 안전한 Mac App Store 프로그램만 설치 

       * 기존 설치 방식, Mac App Store  내, 개발자 ID   

•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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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백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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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맥 백신  

           

+ ?! & TS 2.13 



예방 

시스템 설정 

• 자바 기능 해제 

    -  최신 업데이트에서 자바 기능을 기본적으로 해제  

 

• 보안 프로그램 이용 

    -  다양한 악성코드가 출몰하면 백신 프로그램만으로 예방 기능 한계 도달   

          * 백신 프로그램 

          * Little Sn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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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맺음말 



전망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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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문제 

악성코드  
제작 배포  

환경 
 

악성코드  
관련  
기술 

사용자  
보안  
의식 



전망 

    -  MS 오피스 

     - 오픈 오피스 

     - 자바 (Java) 

     - 파이썬  (Python) 등 

멀티플랫폼 

• OP 코드 동일 

• 윈도우/맥/리눅스 동시 감염 악성코드 등장 가능 

인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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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프로세스, 멀티플랫폼, 취약점, 표적공격 

    -  OS X 

     - 서드 파티 (오피스, 자바) 

-보안 취약점 이용 

취약점 

표적공격 



전망 

Scripting Bridge 

•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 지원 

      -  Mac OS X 10.5부터 지원 

       - 멀티플랫폼 스크립트 악성코드 탄생 가능성  

 

 

65 



전망 

애플 보안 정책 변화 

• 2012년 6월 14일 애플사 마케팅 문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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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존재 부정 

• 악성코드 문제 외면 혹은 소극적 대응 

• 늦은 보안 업데이트와 과거 OS 업데이트 미적용 

과거 애플 보안 정책 



전망 

포팅 

• 리눅스 소스 코드 이용 

    -  2002년에 발견된 Linux/Tsunami 소스 코드 이용 

        http://blog.eset.com/2011/10/25/linux-tsunami-hits-o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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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악성코드에 패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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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용 패커  

    -  UPX, MPRESS  

          * 악성코드에서 이용 가능 



전망 

맥 악성코드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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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믿음의 변화  시작 

맥 백신은  
시기상조 

악성코드  
위협은 과장 

맥 백신 필요 ?! 
(꿈틀꿈틀) 



애플과 악성코드 

• 1988년 컴퓨터 바이러스가 알려지기 전 1980년 초중반 애플2, 맥용 컴퓨터 
바이러스 존재 

• Elk Cloner 바이러스는 부트 바이러스의 선조 

• 최초 개인 컴퓨터용 백신 프로그램 등장  

• NEWAPP.STK에 드롭퍼 형태로 존재한 MagMag 바이러스는 선조 드롭퍼(Dropper) 

• 1988년 정품 소프트웨어에서 최초로 바이러스 발견  

• 표적 공격의 선조 Scores 바이러스 

• 1995년 매크로 바이러스 등장 4년 전에 문서 열 때 자동 실행 매크로 악성코드 
존재 (1989년 Harold J. Highland가 Lotus 1-2-3 으로 제작한 바이러스와 함께 
매크로 바이러스 선조) 

• 자동 실행 Autorun 의 시초 

애플과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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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은 악성코드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맺음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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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제품 초기부터 악성코드 역사와 함께 함 

• 2004년 이후 맥 OS X 악성코드 제작 기술 축적 

• 2006년 실제적 첫 사건 발생 

• 2008년부터 OS X 악성코드 문제 발생 시작 

• 2012년 4월 첫 대규모 악성코드 감염 발생 

• 현재 윈도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 

• 사용자 증가할 수록 악성코드 위협 증가 예상 

• 도스, 윈도우 악성코드부터 축적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공격 시도 예상 

• 애플사 악성코드 문제 인정 시작  

•여전히 부족한 백신 프로그램 필요성 

• 맥 백신 시장은 이제 초기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음  



Q&A 

e-mail : jackycha@ahnlab.com  / xcoolcat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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