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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위협과 정보보안 



시작하기 전에 

잠깐 퀴즈 ?! 

• 악성코드와 트로이목마는 다르다 ? 

•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 

• 문서로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는다 ? 

• 맥은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다 ? 

• 인터넷 망을 다르게 하면 안전하다 ? 

• 백신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모든 악성코드로 부터 보호된다 ? 

• 컴퓨터에 2대 이상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좀 더 안전해진다 ?  

•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하드디스크를 바꿔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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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 (Security Threats) 

보안 위협  종류 

• 자연 및 인간에 의한 위협 존재 

• 인간의 경우 악의적 의도에 따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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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Cc723507.secthr01_big(l=en-us).gif 



보안 위협 (Security Threats) 

보안 위협별 과정 

• 적절한 보안 관리과 정책으로 차단 가능  

• 공격자는 허점(보안취약점 등)을 이용한 공격 시도     

6 

출처 : http://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Cc723507.secthr02_big%28l=en-us%29.gif 



정보보안(보호) 

정의 

• 정의 

    -  “사고 또는 고의에 의한 인가되지 않은 노출, 전송, 변경, 또는 파괴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 

     -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gainst unauthorized disclosure, transfer, modification, or destruction, whether accidental 

or intentional.” (Information Warfare, July 1996) 

• 목표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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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부터의 보호 

변조로부터의 보호 

파괴/지체로부터의 보호 

Confidentiality 
비밀성/기밀성 

Integrity 
무결성 

Availability 
가용성 



정보보안(보호) 

용어 

• 주요 목표 

    - 기밀성(機密性, confidentiality) : 허락 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함. 비밀 보장이

라고 할 수 있음. 원치 않는 정보의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관계 

     - 무결성(無缺性, integrity) : 허락 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수신자

가 정보를 수신했을 때, 또는 보관돼 있던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 또는 첨삭되지 않았음을 확

인 

     -  가용성(可用性, availability) :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최근에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대중에 많이 알려진 서비스 거부 공격(DoS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이 이

러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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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 

• 넓은 정보보안 분야정보 

    -  관련 분야가 다양해 모두 알 수 없음 

 

• 악성코드 분석가 

 

• 악성코드 분야 

    - 침해 사고 대응 

     - 포렌식 

     - 악성코드 분석 

     - 취약점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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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공격 현황 



악성코드 제작자 

-대부분 남자 
-10 후반 – 20 대 초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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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범 (주로 과거 제작자) 

- 단순 흥미 
- 장난 

- 실력 과시 
- 영향력 만끽 

- 복수 (개인 혹은 사회) 

목적 



악성코드 제작자 

- 광고 (스팸 메일, 광고 댓
글) 
- Adware 
- Toolbar 

광고 

-개인 정보 
-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계좌 정보 
- 게임 계정 

- Virtual Currency (Bitcoin) 등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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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익 

- 악성코드  
- 악성코드 소스코드 
- Botnet 
- 취약점 

- 허위(가짜) 보안(백신) 
- 랜섬웨어 

판매 사기 



Cybercrime 

사이버 범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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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 지역 조직적 범죄 시작 

    -  2001년 5월 동유럽 150 여명의 범죄자들 Ukraine의 Odessa 모 식당에 모여 컴퓨터 범죄 기법 학습  



Cybercrime 

사이버 범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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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와 Spammer들의 만남 

    -  2003년 발생한 Sobig worm은 Spammer 혹은 관계된 사람을 위해 제작한 걸로 추정  

          * source : http://pcworld.about.net/news/Aug292003id112261.htm 

 

 



Cybercrime 

사이버 범죄 조직 

• 사이버 범죄 조직 시작 

    -  제작자, 운영자, 판매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 범죄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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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정보 유출 및 DDoS 공격) 

• 광고 (Spam, 댓글 등) 

• 사기 (피싱, 보이스 피싱, 랜섬웨어, 허위 보안 프로그램 등) 

• 금융 정보 (신용카드 번호 및 인터넷 뱅킹 로그인 정보) 

• 온라인 게임 계정 

• 취약점, 악성코드, Botnet 판매 

• Ransomware 

주요 수익 방안 



사이버 범죄 조직 

사이버 범죄자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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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조직 

사이버 범죄자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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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조직 

러시아 Koobface Botnet 관련자  

•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추적 

    -  봇넷 운영자 도메인 등록에 실제 사용 메일 주소 이용 

     -  구글을 이용해 2007년에 사용된 메일주소를 통해 전화번호와 자동차 번호 알아냄 

          * source : http://ddanchev.blogspot.com/2012/01/whos-behind-koobface-botnet-osint.html 

                            http://nakedsecurity.sophos.com/2012/01/17/how-koobface-malware-gang-unm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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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тон Николаевич Коротченко (Anton Nikolaevich Korotchenko) 



사이버 범죄 조직 

중국 Plugx 관련자 

• 중국 악성코드 관계자 추정 

    -  일본, 중국, 타이완, 한국 등에 대한 표적 공격에 이용   

     - 2010년 국내 모 포털 해킹에  이용된 악성코드와 연관 

          * source : http://labs.alienvault.com/labs/index.php/2012/tracking-down-the-author-of-the-plugx-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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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rime 

사이버 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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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암시장 가격 현황 

          * source : http://thehackernews.com/2012/11/russian-underground-cybercrime-market.html 

                         http://www.trendmicro.com/cloud-content/us/pdfs/security-intelligence/white-papers/wp-russian-underground-101.pdf 



Cybercrime 

사이버 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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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 규모 

    -  엄청난 규모  

          * source : Group-IB 

 

 



Hacktivism 

정의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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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ktivism  

   -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 해킹하거나 목표물인 서버컴퓨터를 무력화하고 이런 기술을 만드는 운동  

   - 해킹(hacking) +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주의를 뜻하는 액티비즘(activism) 합성어 

   -  1990년대 초 존 아킬라(John Arquilla) 미 해군대학원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논란 

    -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도 방식에서 정당성 논란  존재  



Hacktivism 

주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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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동 

    - 홈페이지 변조 

     - 유출 자료 공개 

     - 홈페이지나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공격  



Hacktivism 

사우디 아라비아 정유 업체 Saudi Aramco 공격 

• 8월 15일 언론 보도로 알려짐 

    -  Saudi Aramco 약 3만대 시스템 MBR 파괴 당해 부팅 불가 발생 

     - 분석 자료 공개  

          * http://www.symantec.com/connect/blogs/shamoon-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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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tivism 

사우디 아라비아 정유 업체 Saudi Aramco 공격 

• 8월 23일 Cutting Sword of Justice의 추가 공격 예고 

    - 2012년 8월 25일 21시 00 (GMT) 추가 공격 예고 

          * http://pastebin.com/WKSk3p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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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tivism 

사우디 아라비아 정유 업체 Saudi Aramco 공격 

• 8월 30일 카타르 RasGas 공격 사실 보도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생산 업체 침해 사고 발생 

          * 출처 : http://www.pipelinecommunity.com/Oil-News/breaking-rasgas-it-network-black-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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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tivism 

과거 악성코드에 포함된 정치/사회적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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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바이러스에서 나타난 문구 

    - Yogoslavia 내전 희생자 추모 

     - France 핵 실험 반대 

     - 쌀 수입 반대 



Hacktivism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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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주장 

    - Twitter, YouTube 등을 통해 관련 내용 알림 



Hacktivism 

공격 동기  

29 

• 정치  

    - 반전, 억압 등 

 

 



Hacktivism 

공격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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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 특정 종교 폄하 사건 발생 할 때 주로 발생 



Hacktivism 

공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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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Hacktivism 

공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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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Hacktivism 

공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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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Hacktivism 

공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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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Amanda Todd를 자살로 내몬 가해자 공개 

          *  http://pastebin.com/pc6mHA8W 

 

 

 



Cyberwar 

생각 할 문제 

• 전쟁 

    -  정의 :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 정말 전쟁일까? 

    - 배후에 특정 국가가 있을까? 

     -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경우는 없을까? 

 

• 본 발표자료는 국가 관련 기관 공격은 Cyberwar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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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ar 

정의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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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전(cyber warfare) 

    -  1990년대 초 존 아킬라(John Arquilla) 미 해군대학원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source : http://en.wikipedia.org/wiki/Cyberwarfare  

• 사이버전 장점 

    - 적은 비용 

     - 인명 피해 없거나 최소화 

     - 명확한 공격자 확인 어려움 등 

 



Cyberwar 

국가기관 공격 

• 2004년 이후 주요 국가가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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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blog.trendmicro.com/global-targets-infographic/ 



Cyberwar 

국가기관 공격 

•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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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blog.trendmicro.com/global-targets-infographic/ 



Cyberwar 

국가기관 공격 

• 사이버 첩보 활동 

    - 정보 수집 

 

• 사이버 공격 

    - 데이터 파괴 

    - 시스템 운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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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관 

• 정당 

• 국영 기업 

• 군 

• 군수업체 

• 연구소 

주요 공격 대상 

• 언론 

• NGO 

• 반국가 단체  

주요 공격 대상 



공격 대상   

국가 지원 공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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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Luckcat 

   - 인도, 일본, 티벳 활동가 



공격 대상 

국가 지원 공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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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Georbot   

    -  주로 동유럽 감염  

          * soruce : http://dea.gov.ge/uploads/CERT%20DOCS/Cyber%20Espionage.pdf 



공격 대상  

국가 지원 공격 추정 

• 2012년 5월 Flame  

    -  주요 감염 국가는 이란, 이스라엘, 수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으로 중동 지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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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ar 

국가 지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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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피해자라 주장 

  



Cyberwar 

국가 지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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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피해자라 주장 

    -  미하원 2012년 10월 8일 Huawei, ZTE 통신 장비가 스파이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 발표 

     - 실제 위험성은 증명하지 못함 

     - http://intelligence.house.gov/sites/intelligence.house.gov/files/documents/Huawei-ZTE%20Investigative%20Report%20%28FINAL%29.pdf 

  



Cyberwar 

애국자 ? 단순 활동가 ? 국가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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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17일 중국 CCTV 7에서 방영 

    -  중국 군에서 미국 내 파룬궁 사이트 공격 장면 포함 

          * http://www.f-secure.com/weblog/archives/00002221.html 

     

 

 



Cyberwar 

애국자 ? 단순 활동가 ? 국가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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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Luckycat 관련언론 보도  

     -  중국 Tencent  직원 연류설  

 

 

 

 

 

 

 

 

 

 

 

 

 

 

 

* 출처 : http://www.nytimes.com/2012/03/30/technology/hacking-in-asia-is-linked-to-chinese-ex-graduate-student.html 



Cyberwar 

애국자 ? 단순 활동가 ? 국가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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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Luckycat 관련언론 보도  

     -  중국 Tencent 사, 주변국 해킹에 자사 직원 연류설 부정 

 

 

 

 

 

 

 

 

 

 

 

 

 

 

 

* 출처 : http://www.nytimes.com/2012/03/31/business/global/chinese-company-and-employee-deny-any-involvement-in-hacking-attacks.html 



Cyberwar 

애국자 ? 단순 활동가 ? 국가적 지원 ?  

• The New York Times, 미국 정부에서 Stuxnet 제작 보도 

    -  코드명 Olympic Games  

          * http://www.nytimes.com/2012/06/01/world/middleeast/obama-ordered-wave-of-cyberattacks-against-iran.html?_r=1&pagewante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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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ar 

애국자 ? 단순 활동가 ? 국가적 지원 ?  

• The Washington Post, 미국과 이스라엘이 Flame 공동 제작 보도 

   - 이란 정보 고위간부 등 컴퓨터 감염 시켜 핵개발 관련 기밀정보 훔치려 해 

     *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israel-developed-computer-virus-to-slow-iranian-nuclear-efforts-officials-

say/2012/06/19/gJQA6xBPoV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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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ar 

애국자 ? 단순 활동가 ? 국가적 지원 ?  

•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제작자 역추적 

    - Georgia 정부에서 유출 자료에 가짜 Georgian-Nato Agreement  포함   

     - 러시아 연방보안국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FSB)  근처 건물로 파악 

          * Source : http://dea.gov.ge/uploads/CERT%20DOCS/Cyber%20Espion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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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ar 

잠재적 갈등 가능  

• 프랑스 사이버전에 대한 기사  

    - 우호국인 미국 측의 Flame 악성코드 공격에 대한 내용 포함   

       * Source : http://lexpansion.lexpress.fr/high-tech/cyberguerre-comment-les-americains-ont-pirate-l-elysee_361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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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war 대응 

일본 방위성, 사이버 공격 대항무기(바이러스)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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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성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경우 공격 경로를 역으로 탐지해 공격 컴퓨터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중 

출처 : http://www.yomiuri.co.jp/dy/national/T120102002799.htm 



Cyberwar 대응 

• 2007년 : APA 센터 출범 

• 2010년 7월 : 스턱스넷 웜 발견 

• 2012년 2월 : 외국 백신 제품 이란 공급 제한  

• 2012년 5월 3일 : 이란 자체 백신 프로그램 개발 보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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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가 차원 백신 프로그램 개발 

•  국가 차원 백신 프로그램 개발 

    -  Shiraz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of Academic Protection and Awareness (APA)에서 2010년 부터 개

발  시도 

     -  http://en.trend.az/regions/iran/2021650.html 

•여러 국가에서 자국 백신 프로그램 개발 시도 

   -  파키스탄도 자체 백신 프로그램 개발 (http://www.instantviruskiller.com/) 



국내 현황 

국내  

54 

• 합법과 불법 사이 

    - Adware 와 허위(가짜) 백신(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다툼  

     - Adware를 통한 업체간 다툼 

 

 



국내 현황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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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커 고용 



국내 현황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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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에 포함된 국내 대상 개발 흔적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0511&kind=0 



국내 현황 

국외 

57 

• 교포  

    -  영국 한인 신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  



국내 현황 

국내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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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일 갈등 고조 

    -  매년 3월 1일, 8월 15일 

     - 일본 2ch와 대결  

          * source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2511 



국내 현황 

특정 지역과 특정 타겟에 대한 공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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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지속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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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대상의 환경과 습관에 대한 연구  

 

• 집으로 가는 길 스마트폰을 켜고 [카카오톡]으로 온 내용을 확인하고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앱]을 설치한다. 

 

• 집에 돌아온 C군은 컴퓨터를 켠다. 국산 [무료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네이버]와 [다음]에 접속해 새로운 뉴스를 확인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슈를 찾다가 동영상을 보기 위해 [액티브X컨트롤]을 설치했다. 이후 [페이스북]과 
[트위터] 글을 본다.  

 

• [웹하드]에서 동영상과 프로그램 몇 개를 다운로드 하면서 [네이트온]을 켜고 
친구들과 대화한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동영상은 [곰플레이어]로 감상한다. 함께 
받은 프로그램은 [알집]으로 압축 해제 후 실행해 본다.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하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글]을 실행했는데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연락과 주말 약속 잡고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해 자료를 전송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C군의 일상 



국내 현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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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내용 

    -  의미를 알기 어려움 



국내 현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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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기 

    -  어색한 한국어 

 



국내 현황 

언어 

63 

• 어색한 한국어 

    -  두음 법칙 무시 (논술 -> 론술) 



국내 현황 

국내 보안제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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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제품 무력화 

    -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 되는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해킹 잡지 등을 통해 정보 공유  

      



국내 현황 

국내 보안제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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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대상 판매 

   -  한국형 악성코드 

  



국내 현황 

국내 환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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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유출 

 

 



국내 환경 연구 

국내 환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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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정보 유출 

    -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빼내기 

 

 



국내 환경 연구 

국내 환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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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명 업체 프로그램 가장 

    -  유사한 파일 이름 혹은 가짜 등록 정보 

 

 



3. 악성코드 



악성코드 정의 

정의 

•이론적 정의 

   -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 

   - 종류 :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 실질적 정의 

    -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실행 가능한 부분 

    - 제작자 실수로 포함된 버그는 제외되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포함 

• 현실 

    - 업체마다 악의성에 대한 다른 정의 존재 

     - 업체나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경우 법적 분쟁 문제 발생      

• 다른 이름과 기원 

  -  말웨어(Malware), Malicious code(Malcode), Malicious Software, 악성 프로그램(Malicious Program)등

으로도  불림 

  - Malware는 1990년 이스라엘 라대(Yisrael Radai)가 최초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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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정의 

바이러스 (virus)  

• 프레드 코헨(Fred Cohen) 정의 

    -  We define a computer 'virus' as a program that can 'infect' other programs by modifying them to include a possibly 

evolved copy of itself.  With the infection property, a virus can spread throughout a computer system or network using the 

authorizations of every user using it to infect their programs.  Every program that gets infected may also act as a virus and 

thus the infection grows.   

      * 1984년 미국 르하이 대학(Lehigh university) 프레드 코헨(Fred Cohen) 학위 논문인 ‘컴퓨터 바이러스 – 이론과 실험’(Computer Viruses- 

Theory and Experiments)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소개 

• 초기 정의 (안철수 교수) 

    -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어느 일부분을 변형하여, 그곳에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변형을 복사해 넣

는 명령어들의 조합  

• 확장 정의 

   -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어느 일부분 혹은 데이터에 자기 자신 혹은 변형된 자신을 복사하는 명령어들의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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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바이러스 (virus) 

• 일반적 바이러스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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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웜 (worm)  

• 기원 

  - 최초의 웜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억 장소 내에 많이 증식시키는 게임 

• 정의 

   - 다른 프로그램의 감염 없이 자신 혹은 변형된 자신을 복사하는 명령어들의 조합 

  - 1980년 대 개인 컴퓨터가 아닌 유닉스 등 대형 컴퓨터에서 문제 발생 

  - 일반적인 바이러스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전세계적으로 피해 확산 

  - 메일, 메신저, USB 플래쉬 메모리, 취약점 등 다양한 감염 경로 

• 분류 방식 차이 

  - 연구자나 업체에 따라 웜을 바이러스에 포함시키기도 함  

• 다른 이름 

  - 네트워크 어웨어 바이러스(Network Aware virus)로도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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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트로이목마 (Trojan horse)  

• 고대 그리스의 영웅 서사시에 나오는 그리스군 목마 

    -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에 의하여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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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영화 트로이(2004, Troy) 



악성코드 종류 

트로이목마 (Trojan horse)  

• 초기 트로이목마 

    -  1972년 미국국가안전보장국(US National Security agency)의 댄 에드워드(Dan Edwards)가 최초 

사용 

    -  초기 트로이목마는 특정 시간에 활동하는 시간폭탄(Time Bomb)와 특별한 환경에 활동하는 논리 

폭탄(Logic Bomb)으로 구분 

    - 프로그래머가 고의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실수로 포함된 버그(bug)와는 다름 

    - 안철수 박사 정의 : ‘컴퓨터의 프로그램 내에 사용자는 알 수 없도록 프로그래머가 고의적으로 포함

시킨 자기 자신을 복사하지 않은 명령어들의 조합’ (바이러스 뉴스 1호, 1990년) 

• 정의 

  - 현재는 자기 복제 기능은 없이 악의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 보통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 혹은 배포자의 의도에 따른 데이터 변조 혹은 손상, 시스템 장애, 개인 

정보 유출, 기밀 정보 유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부하 발생 등의 피해 유발 

• 현실  

   - 악의적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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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조크 (Joke) 

• 정의 

  -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에게 심리적 위협 혹은 불안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 악성코드로 오해함 

  - 스크레치 형태의 복권을 마우스로 긁다 보면 귀신 장면 등 출력  

  - 가짜 파일 삭제나 포맷 화면  

     - 취소 버튼이 도망 다님 

  - 윈도우 프레임을 돌아다니는 양   

76 



악성코드 종류 

유해 가능 프로그램 (Potentially unwanted program) 

• 정의  

  -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지만 다른 악성코드나 타인에 의해 악용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한 프로그램 

  - 기능적으로는 악성코드와 동일 혹은 유사하지만 상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나 단독 프로그램으로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는 형태가 대부분 

•  종류 

  - 상용 원격제어 (Remote Access Tool) 

  - 상용 키로거 (Keylogger) 

  - 취약점 검색 프로그램 

  -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 관리 도구 

• 논쟁 

  - 백신에서 무작정 진단/치료(삭제) 할 경우 제품 제조 업체 뿐 아니라 사용자로 부터 항의 발생 

  - 사용자 판단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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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애드웨어 (Adware) 

• 원래 의미 

   - 프로그램 무료 이용 대신 광고를 포함 

• 악성 애드웨어 정의   

    - 사용자가 불편 할 수 있게 광고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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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애드웨어 (Adware) 

• 약관을 이용한 합법화  

    -  사람들이 유심히 읽어보지 않는 약관에 광고 포함  

          * 내용 (3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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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스파이웨어 (Spyware) 

• 정의 

    - 명확한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 실행되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로그램 

• 업체별로 다른 정의 

    - 좁은 의미 : 적절한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자 행위를 모니터하는 프로그램  

     - 넓은 의미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프로그램 

     - 안티 스파이웨어 연합 : 사용자의 적절한 동의 없이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변경, 민감한 정보의 수집 등 컴퓨터

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권한을 침해하는 프로그램  

     - 애드웨어를 스파이웨어에 포함하거나 나누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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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스파이웨어  

제작자  개인  조직 주로 기업 

제작목적 장난, 과시 -> 금전 이득 금전이득 

활동 특성 확산도 높음. 파괴적 속성 큼 사용자의 통제 권한 침해,  

개인 정보 유출 



악성코드 종류 

스파이웨어 (Spyware) 

• 진단 문제 

    - 사용자 :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설치해 피해 호소 

     - 제작 업체 : 사용자 동의를 받은 정상 프로그램 주장 

     - 백신 업체 :  정확한 기준 및 명목상 사용자 동의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어려움      

     - 경찰 : 현행 법률상 처벌 어려움  

     - 정부 : 관련 법 제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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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종류 

가짜 보안위협 정보 (Hoax) 

• 혹스 (Hoax) 

    -  메일, 메신저,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거짓 보안정보 배포 

     - 실제 존재하는 보안위협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필요한 트래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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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비교 

악성코드 비교 

• 악성코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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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복제 감염 대상 피해 정도 피해 의도 

바이러스 O O O O 

웜 O X O O 

트로이목마 X X O O 

유해가능프로
그램 

X X △ / O X / △ 

스파이웨어 X X △ / O △ / O 



악성코드 비교 

현실에서 분류 

• 모호한 기준 

    -  특히 애드웨어는 법적 다툼 존재  

 

• 업체마다 다른 기준 존재 

    - 바이러스, 웜은 비교적 명확 

     - 트로이목마 

     -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기준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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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S 혹은 프로그램 취약점  

저장 매체 

다운로드 혹은 앱스토어 

전자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인터넷 서핑 

주요 악성코드 감염 경로 

다양한 악성코드 감염 경로 

취약한 보안 설정 및 환경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kenneyjacob.com/wp-content/uploads/2007/10/p2p.gif&imgrefurl=http://www.kenneyjacob.com/2007/10/26/p2p-also-part-of-web-20/&usg=__oVcQUs5HHTOB8_iyLlG_4XbbfCQ=&h=434&w=867&sz=27&hl=ko&start=33&um=1&tbnid=nnAIMPKex6iidM:&tbnh=73&tbnw=145&prev=/images?q=P2P&ndsp=21&complete=1&hl=ko&lr=&sa=N&start=21&um=1&newwindow=1


주요 악성코드 감염 경로 

특징 

• 주 전파 경로는 해킹되어 변조된 웹사이트 

 

• 유사 변형 대량 생산 

    -  백신 업체에서 빠르면 1-2시간 내 대응이 이뤄짐 

     - 생존을 위해 유사 변형을 계속 업데이트 

 

• 지역화 

    -  국내의 경우 웹하드 업체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활발 

     - 지역별(국가별) 금전 이득 방식이 조금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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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악성코드 감염 경로 

비실행 파일을 통한 감염 

• 방식 

    -  취약점을 가진 프로그램에서 조작된 비실행 파일을 열어볼 경우 악의적인 행동 수행하도록 함 

 

• 주요 대상 프로그램  

    -  워드 (DOC), 엑셀 (XLS) 등 오피스 문서 

    - 도움말 (HLP) 

    -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 어도비 플래쉬 (SWF) 

    - 대한민국 한글, 일본 이치타로(Ichitaro) 등 지역 유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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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악성코드 감염 경로 

비실행 파일 감염 예 

• 스크립트를 포함한 한글 문서를 열면 사용자 허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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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악성코드 감염 경로 

비실행 파일 감염 예 

• 변조된 한글 문서를 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악의적 행동 수행 가능  

89 



4. 정보보안 업계와 전망 



보안 업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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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 PC 및 호스트 보안 

• Patch Management 

• 보안관제 

 

• 웹 보안 

• DB 보안 

 

•DRM 

•암호 등 



전망 

미래 유망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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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유망직종으로 분류 

    - 대략 1999년 부터 미래 유망직종으로 분류 



전망 

보안의 핵심은 제품이 아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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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터질 때마다  

    -  화이트해커, 정보보안 인력 양상 기사화  



전망 

보안의 핵심은 제품이 아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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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가의 중요성 

    -  제품에 의존한 보안의 종말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62102012251697001 

  



전망 

보안의 핵심은 제품이 아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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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가를 필요로 하는 업체 

    - 보안 업체 (백신, 관제, 침입탐지  등) 

     - 기업 (게임, 대기업 등)  

     - 군 

     - 공공 기관 

     - 국가 기관 

     - 연구소 

     - 수사 기관 

     - 법률 회사     

     - 방산 업체 등 

 

 

 



5. 악성코드 분석가 



악성코드 분석가  

바이러스 치료사 ? 보안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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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치료사  

    -  1990년 중반 새롭게 나타난 공식 직업 이름 



악성코드 분석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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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분석가 

현실  

• 일 시작 후 느낌 

  - 자칫하면 시그니처 작성 위주의 단순 반복 업무라고 느낄 수 있음 

  - 높은 업무 강도 

  - 보안은 잘할 때는 표가 안 나지만 못하거나 실수하면 비난  

 

• 어느 정도 일했을 때 느낌 

    - 새로운 악성코드 등장과 기술적 도전 

     - 다양한 업무 

     - 협력의 필요성 

     - 외국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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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분석가 

주요 업무 

• 분석가는 분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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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분석 

• 사고 조사 지원 

• 제품(백신, 장비, 전용 백신 등)을 통한 악성코드 대응 

• Rule 및 진단/치료 엔진 코드 제작  

• 개발 (분석도구, 내부 시스템 등) 및 프로세스 개선 

• 연구 

• 문서 작업 (분석 정보, 기술 문서, 칼럼 등) 

• 발표 자료 작성 및 외부 발표 

• 제품 문제 해결 및 제품 개발 지원 

• 인증  

• 악성코드와 경쟁사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 언론 대응 및 인터뷰  

• 기술 자문 

• 타 업체, 기관, 정부 등과 대외 협력 등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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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  변화하는 보안위협에서 앞으로 공격 방식 예측 

          * http://news1.kr/articles/1060747,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326004012 



주요 업무 

언론 대응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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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항 파악  

    -  사실 여부 확인 

           



주요 업무 

언론 대응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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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및 인터뷰  

    -  연출된 사진 

           



주요 업무 

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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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자문  

    -  드라마, 방송, 영화 등          



6. 필요한 능력과 마음가짐 



LANGUAGE 

SYSTEM  

CODING  

기본적인 보안 지식 

Reverse Engineering 

강한 스트레스 내성 

지속적인 연구 

KNOWLEDGE 

PASSION  

C 

C++ 

윈도우 프로그래밍  

빠른 정보수집을 위한 

외국어 능력(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네트워크 

ASEC 

MEMBER 

필요한 능력 



필요한 능력 

악성코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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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rse Engineering 

    - 시스템 

     - 어셈블리 

     - 분석 도구 사용법 

     - 경험 

 

• 악성코드 분석 

    -  Reverse Engineering 

     -  악성코드 기법 

     -  수집 정보 정리 



필요한 능력 

참고 도서 

• 시스템 

    - Windows Internals  

     - API로 배우는 Windows 구조와 원리 

     - Windows 구조와 원리 

 

 

• 리버스 엔지니어링 

    -  Windows Debugging  

     -  The IDA PRO Book 

     - 리버싱 핵심원리 

 

 

• 보안 

    -  Virus Research and Defense  

     - 악성코드 그리고 분석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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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ok.naver.com/bookdb/?bid=1465997
http://book.naver.com/bookdb/?bid=2103636


마음가짐 

필요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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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땅에 헤딩 

• 인내와 끈기, 집중력 

• 열정과 노력 

• 재미, 동기 부여 

• 믿음과 끊임 없는 노력 

• 호기심, 관심 



마음가짐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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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윤리의식 

    -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한 존재  

• 신뢰감/자신감 

    -  고객과 약속 지켜야 함 

     -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 도전 정신 

    -  확고한 목표와 관심 

     -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한 계속 된 공부 

• 사명감 

    -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보호가 당연한 의무와 책임 

     - 일을 즐겨라 

 



윤리 

백신 업체 

•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이 전염병이 퍼져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 정보 교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개인 연구원간에 이뤄지며 금품 거래는 없어야 함 

• 악성코드 제작자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을 채용하지 않음 

• 연구 목적이라 해도 바이러스/웜을 제작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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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2032002012269785002 

 

 



윤리 

금지 사항 

• 악성코드 제작 

    - 연구 목적으로 바이러스/웜 제작  

     -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한 웜, 바이러스 제작   

     - 트로이목마는 가능한가라는 논란 존재 

     - 취약점 증명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 

 

• 악성코드 제작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 

    -  신뢰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단체에 샘플 제공 

     -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악성코드 제작을 조장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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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딜레마 

• 모든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가 ? (고객이 독재자라면 ?) 

• 외국에 대해 애국심으로 행해지는 공격은 방관해야 하는가? 

• 수사를 위해 제작된 악성코드에 대한 진단은 ? 

• 자국 이익을 위해 제작한 악성코드에 대한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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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올바른 윤리의식이 없을 경우 

114 

• 10대도 돈을 벌 수 있지만… 

    -  결국 경찰서행  

          * http://news1.kr/articles/1063565 



마음가짐 

관심과 열정 

115 



능력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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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도 능력 

    -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운이 다가갈 가능성이 높음 



7. 맺음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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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분석가  

= 

쉽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 !  



Q&A 

email : minseok.cha@ahnlab.com  / xcoolcat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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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SEC Threat Research & Response Blog 

                                 http://asec.ahnl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