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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현재도DDOS공격에쉽게노출되어있으나국내는악성코드분석에만집중

국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악성코드의 빈번한 출현 예상

일 평균 6만개 이상의 싞종 악성코드 출현으로 분석 및 대응의 한계

취약한 웹 서버로 유포되는 악성코드(좀비)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 미흡

악성코드 :  좀비 및 트로이 목마,  * 스팸메일 및 웹 서버를 통해 유포

웹 서버 :  취약한 웹 서버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대규모 유포

공공 분야 :  DDOS, 기반시설(SCADA)공격, 기밀정보 유출

산업 분야 : 인터넷 뱅킹, 대규모 DDOS 피해, 개인정보 도용



1. 현황

다형성 악성코드(Polymorphic Malware) 일반화

악성코드 분석시마다 다른 형태로 변홖되어 싞속한 파악에 한계

악성코드 구성: 악성행위 부분 20%, 분석 방해를 위한 부분 80%

제로 데이(Zero-day) 공격 일반화

악성코드 제작 후 전세계 상용 백싞에 탐지되지 않은 것만 국내 침투

싞규 취약점 및 취약지 정보 거래 시장 홗성화(블랙마켓)

자동화된 싞규 취약성 분석 도구의 대중화($500)

악성코드 유포 수단의 다양화 및 지능화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악성코드 유포(메일, 취약한 웹사이트, USB)

취약한 웹서버를 통한 대규모 유포 및 원격 통제



• 스팸메일 및 피싱 성공 0.01%, 웹 Application 가능성 20~30%

Web Application  Vulnerability
• Frequent

•4개중 3개의 Website가 취약성을 지

니고 있다. (Gartner)

• Pervasive

•75%의 해킹이 Application Level에서

발생.  (Gartner)

• Network 단위 위험은 Web으로 부터

초래 ( Ddos agent 배포처로 활용)

• Undetected

•품질관리를 위한 도구들은 Security 문

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다.

•수작업에 의존한 탐색은 비용과 시간

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 Dangerous

•공격으로 위험이 노출 되었을때 회사

의 신뢰도 및 고객의 믿음에 영향을 끼

친다.

특정 Web Application Scanner를 이용해
1000여개의 Site scan시 98%의 사이트에 문
제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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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ow your Enemy



2. Know your Enemy

공격자

악성코드서버

취약한 Web 서버

악성코드서버 링크 JS 삽입웹 서버 접속

악성코드 서버 자동 접속

악성코드 다운로드

일반 사용자

좀비

12

3

4

1. 취약한 웹 서버에 악성코드 서버 링크 삽입
2. 사용자의 웹 서버 방문
3. 악성코드 서버(경유지 서버)에서 악성코드 자동 연결
4. 사용자 PC에 악성코드가 자동 실행되어, 취약한 웹서버 방문자는 자신도 모르게 좀비화

취약한 웹 서버를 이용한 대규모 악성코드 유포 및 감염

일반적인 단위보안 장비에 의해 탐지 되지 않도록 악성코드 없이 링크만 입력 사례 발견

※ 공격자는 최근에는 링크를 변화시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시도 중



• 공격전략 – 자동화( With Search engine)된 Web app attack

2. Know your Enemy-Tool



• DB 유출 & 백도어 ( oracle is ready !!)

2. Know your Enemy- Tool



• Web을 통한 공격 흐름도

ARP Spoofing & DDos

2. Know your Enemy- 활용

개인 정보 유출



• Web을 통한 Malware 유포 기법-1

– 일반적인 웹 사이트의 취약성을 이용해 악성코드 배포 도구로 활용함

– 게임 계정 탈취, 키보드 입력 탈취

– 원격 조정 백도어 역할 : Bot 연결 또는 Connectionless agent –(Ddos?) –주기적 Update 기능 존재 할 수도

– 근래의 ARP Spoofing 문제 발생시키는 악성코드 확산의 가장 근본적인 Root

– DB의 권한은 모두 획득한 상태에서 웹 서비스의 소스코드 변경함. ( DB 유출은 이미 오래전 )

CSS Attribute Insert

DB Field Insert

HTML File 내 iframe Insert

2. Know your Enemy-Tech



• Web을 통한 Malware 유포 기법-2

JS File 내 iframe Insert

JS File 내 encode iframe Insert ( 61.110.xxx.220/img )

2. Know your Enemy-Tech



• Web을 통한 Malware 유포 기법-3

JS File내의 문자열을 전체 Ascii conversion 하여 구분하기 어렵게 함 ( xxx.co.kr/old_css/index.jsp )

2. Know your Enemy-Tech



• 공격과 차단(?)
• 유포지: 실제 악성코드를 사용자 접근시 유포하는 매개체 (국내 주요 사이트)

• 경유지: 유포지에 추가된 악성코드 다운로드 받는 곳 ( js or iframe으로 추가]

3. Real Status



• 악성코드 경유지 발생 현황 ( 한달 간의 샘플 기반의 실 데이터]
– 대부분 제로데이 혹은 최근의 공격코드를 이용해 사용자 PC를 공격함.

– 대응 무력화를 위해 3일 정도의 기간 이후에 새로운 형태로 변경함 ( 경유지 및 악성코드 모두)

– 웹서버의 권한을 DB 권한을 이용해 탈취한 경우 내부망은 무사 할 수 있을까? 마음먹기 나름

3. Real Status



• 2011년 3월 4일 이후의 파일 공유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 상위 150개 기준)

– 두 곳의 P2P를 통해 확보된 좀비가 십만여대..

– 만약 8곳 이상이 DDoS 대응 시점에 활동 하였다면 확보된 좀비는?

3. Real Status-3.4 DDoS



• 2011년 3월 4일 이후의 파일 공유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 상위 150개 기준)

–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변경을 시작 ( 효과 최대화)

– 주중의 악성코드 유포 행위 거의 없음

– 여러 종류의 악성코드가 다양한 경유지로부터 유포됨

3. Real Status-p2p



• 2011년 3월 10일 -15일간의 p2p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현황 및 대응

– 왜 반복 되는가?

– 금요일 밤은 공격의 시작. 주말중 확보 가능한 좀비는 대체 얼마?

3. Real Status-p2p



• 점검 간격별 p2p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현황

– 취약구간은 어디?

– 대응의 시작은 월요일, 과연 충분한가?

3. Real Status-p2p



• 언론사 악성코드 유포 현황

– P2p와 언론사만 유포 대상에 들어 있을까?

–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활용하는 공격자들..

3. Real Status-언론사



• Real Status  
– 악성코드 유포 및 외부자에 의한 링크 추가 모니터링 결과- 심각한 국내 현실 확인됨

– 독자 개발한 크롤링 및 파싱 기법으로 악성코드 경유지를 발견함. ( 즉 원격 확인이 가능함)

– 사태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 해야 함. 2~3일에 한번씩 경유지를 변경.추가함. – 대응은 오로지 삭제? 반복

– 국내 및 전 세계의 인터넷은 심각한 악성코드 유포의 홍수에 휘말려 있는 상황임

3. Real Status- 악성코드 링크



• 지금의 문제는?

– 손쉬운 악성코드 유포와 대응의 문제 ( Ddos 를 하면 1급?  )

– 기존 보안 장비로 문제가 다 해결 된다면 지금의 상황은? ( 한계 인정)

– 웹을 통한 대규모 유포의 일반화

– 근본 문제 해결의 어려움 ( 소스코드의 수정과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와 교육 필요)

• 반복되는 침해사고 ( 자동화된, 기억된 공격지점에 대한 정확한 공격- 탐지 어려움)

• 근본 취약점 해결은 오직 소스코드 수정 ( 비용, 시간, 교육의 어려움)

• 웹서비스를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공격자 ( 변종 유포는 순식간 – 최종만 변경하면 모
두 적용) 

•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현재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 맥아피 , 시만텍 조차도 어려움)

4. Problem



5. What to do? 

대응책분 석외부홖경

취약한 웹 서버

다형성악성코드 일반화

제로데이공격 일반화

악성코드 배포

경유지로 홗용

악성코드

분석에 한계

악성코드

탐지가 불가능

웹서버 취약점 온라인 진단

웹 보안상태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안전한 코딩을 위한 개발자 인식제고

악성코드 분석의 자동화

악성코드 유포경로 초기단계 탐지

유포전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 차단

싞규 취약성 분석센터 운영

서버 비정상 행위 탐지체계 구현



• 악성코드 유포 링크의 탐지 및 제거, 차단으로 확산 방지

5. What to do? ( 단기)



• 해외의 경우 적극적인 Malware 유포 도메인에 대한 공유와 이용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음.  
-Google, Mozilla, Paypal etc.

• 그러나 공격자는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대응도 농락하는 상태임 ( 3일 간격의 변경 및 관찰)

• 기업, 망 차원에서의 Malware link에 대한 차단으로 좀비 예방, 피해 최소화, 공격자 피로도 증가
기대 가능

5. What to do? ( 단기)



• Web Application 취약성 진단 및 제거 ( 온라인 접근성 확보를 통한 비용, 기간의 문제 극복)

• 대량 공격도구는 검색엔진을 활용, 웹 서비스 실행 상태에서의 점검 필요 ( 전체 소스 진단?)

.

5. What to do? (중기)

공격자

악성코드서버

취약한 Web 서버

악성코드서버 링크 JS 삽입

웹 서버 접속

악성코드 서버 자동 접속

악성코드 다운로드

일반 사용자

좀비

1

2

3

4

Web 서비스 취약성 공격0

취약성 진단 서비스
( 개발자 자체 점검 및 보안관리자)



• Web Application 취약성 진단 및 제거 ( 온라인 접근성 확보를 통한 비용, 기간의 문제 극복).

– 기업용: KAIST 보안센터 2011 상반기 오픈 예정 – 대규모 진단, 소호용: 기술 협력으로 올 하반기 중 베타오
픈 예정- 단일 URL 진단.

– 웹상에서 진단, 실 취약성 확인 및 해결책 제공, 악성코드 경유지 링크 발견, 5분 이내 종료 목표,

– 현재는 대량 공격 도구에 의한 위험 요소들만 빠르게 온라인에서 진단함

.

5. What to do? (중기)



• 보안성 검수 프로세스 (일반)

– 웹 서비스의 지속적인 취약성 제거 및 근본적인 개발 프로세스 변경 필요. ( Audit or 보안성 검수)

– 개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안 교육 매커니즘 제공 필요

– 소스코드 보안도구로 문제 해결 가능할까? , 시간, 돈, 창의성. ( 개발기간 > 점검기간 ?? )

Development

Project 
Owner 
Submits
Request

Perform 
Assessment

Generate 
Report Project Approved

Exception of
policy

Review
Request

Review   
Report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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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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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T Security

Department

Iterative secure inspection

5. What to do? (장기- 프로세스)



• 웹 보안성 검수 프로세스 ( WSDLC – Web Service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

– 보안 부서의 전문 분야 보안에 대한 집중 가능

– 접근성 개선 ( Web) , 실행기간 단축 ( 개발 완료 후 Alive 상태에서의 위험 진단 및 즉시적인 수정 가이드)

– 반복적인 확인으로 웹 서비스 개발자에 대한 Secure coding (이론이 아닌 실제) Learning

– 전체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Management 계층의 현 상태 모니터링

Development

Project 
Owner 
Submits
Request

Status Check

Project Approved

Exception of
policy

Review   
Report

Review 
Vulnerabilities?

No

Review   
Repor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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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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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live?

Go live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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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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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ve secure inspection

5. What to do? (장기- 프로세스)

Status Check
Dash Board



• 근본적인 문제 해결 ( 개발자의 교육이 가장 중요- 장기적)

• 웹 서비스의 취약성 문제에 대한 해결 – 중기

• 웹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매커니즘의 차단. – 단기

• Web 서비스 기반 악성코드 유포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악성코드 유포지의 의미는 DB 유출은 이미 되었음을 인지 ( 개인정보 보호법 ? , 기업보안 측면의 고민)

– 유포지에 대한 근본 침입 취약성 제거 (대부분 SQL Injection 및 기타 취약성을 이용한 백도어 활용)

– 경유지 탐지 및 차단 노력과 DB화 및 공유 노력 ( 구글의 Stop badware 유형 참고 필요함)

– 소스 코드 취약성 탐지와의 유기적 연동 필요 ( 현재의 모델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

• 위협은 계속 발전 하고 진화한다. 그러나 방어는 그에 휠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Conclusion



Threats still growing!.

END.

바다란 세상 가장 낮은 곳의 또 다른 이름
p4ssi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