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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악성코드 유포공격의 특성 분석

요 약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며, 웹을 통한 악성코드유포가 주요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 유

포방법 중 가장 대표적 공격방법이 웹 기반 악성코드 유포공격

의 특성을 분석한다.

Ⅰ. 서 론 

인터넷과 웹의 사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93년 

130개이던 웹 페이지의 개수는 2013년 1월 6억 7천만개를 넘었

으며, 1400만명이 약간 넘던 인터넷 사용인구는 27억명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1]. 

표 1. 웹사이트와 인터넷사용인구 수

년도(1월) 웹사이트 수 인터넷 사용인구 수

2013 672,985,183 2,756,198,420

2011 346,004,403 2,282,955,130

2009 238,027,855 1,766,206,240

2007 121,892,559 1,373,327,790

2005 64,780,617 1,027,580,990

2003 40,912,332 778,555,680

2001 29,254,370 500,609,240

1999 3,177,453 280,866,670

1997 1,117,255 120,758,310

1995 23,500 44,838,900

1993 130 14,161,570

위와 같이 인터넷사용인구가 증가하며,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

드 유포가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

드 유포방법에는 Drive-by download, 이메일, 업데이트서버 

해킹 등이 있다. 다음은 각 공격방법과 그로 인한 주요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악성코드 유포공격방법과 대표사건

공격방법 설명 대표사건

Drive-by	

Download

웹사이트에	접속시	악성코드		

설치

이메일

악성코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열어보도록	유도하여	악성코드	

설치

RSA	해킹

업데이트	서버	해

킹

S/W	업데이트	서버	해킹을	통

해	악성코드	설치
SK컴즈	해킹

본고에서는 이러한 악성코드 유포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Drive-by Download 공격방법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동향 

Microsoft사가 2012년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웹

사이트 1천개중 17개는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

는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2]. 세계의 평균 악성코드 

유포율이 10.85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악성코드 유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웹사이트가 공격의 대상이 되

거나, 악성코드 유포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Drive-by-download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기존의연구는 

악성코드 유포지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기존의 연구는 크

게 정적분석과 동적분석으로 나뉜다. 정적 분석 방식의 경우 

Halfond와 Orso가 SQL Injection 공격으로 삽입된 코드를 탐

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였고[3], Marco Cova는 정상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특징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Drive-

by download에 사용되는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탐지할 수 있

는 기술을 제안하였다[4]. 그러나 정적분석을 통한 탐지방법

은 공격패턴이 변화될 때마다 패턴을 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악성 스크립트 코드 난독화에 따라 많은 오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허니팟

(honeypot)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 방문 시 발생하는 악성행위

를 분석하고 탐지하는 방향으로 동적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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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석 방식의 탐지방법은 시스템 자원소모가 크고 전체 분석/

탐지 시간도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해커들은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대규모로 확장해 거

대한 악성코드 전파용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공격

을 막기위해 유포지 분석 뿐만이 아니라, 경유지/공격코드 등의 

감염경로를 분석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 내 포

함된 난독화/은닉화 된 스크립트를 식별하는 멀티레벨 에뮬레

이션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5].

Ⅲ. Drive-by Download 공격의 특성

1. Drive-by Download 공격의 개요

Drive-by Download 공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진다.

① 피해자는 리다이렉션 코드가 삽입된 경유지에 접속한다.

②   경유지에 삽입된 리다이렉션 코드는 취약점 공격코드가 삽

입된 공격지를 호출한다.

③   공격지의 공격코드는 피해자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

여 적절한 권한을 획득한다.

④   공격지에 삽입된 리다이렉션 코드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유

포지를 호출한다.

⑤   이를 이용하여 유포지에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

시킨다.

2. 공격에 사용되는 공격코드의 특성

최근Microsoft사에서 분석한 취약점 악용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웹을 이용한 유형 (HTML과 JavaScript 악용유형)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OS 및 문서취약점이 다음 순위

인 것으로 확인된다.

웹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유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동향파악

을 위해 국내 웹사이트를 통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URL을 

샘플링하여 분석 한 후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JAVA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Internet Browser 가 36%, SWF가 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공격하는데 사용된 공격코

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난독화되어 있었으며, 난독화 방법은 

대표적으로 Escape 문자열을 사용한 방법 및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나 함수명의 랜덤화와 문자열 패킹을 사용한 난독화 방법

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악성코드 유포를 위해 삽입된 자바스

크립트 코드 내의 변수와 함수명을 랜덤 문자열로 치환하고 이 

문자열을 패킹하여 해독을 어렵게 만든다.
그림 1. Drive-by Download 공격

그림 2. 최근 취약점 탐지현황[6]

그림 3. 애플리케이션 별 취약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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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탐지나 백신의 경우 공격코드를 탐지하기 위

해 시그니처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난독화 기법은 네

트워크 기반 탐지 및 백신탐지를 어렵게 한다. 실제 탐지된 공

격코드를 곧바로 다수의 백신으로 점검해 본 결과, 많은 백신이 

진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독화된 코드를 복호화 하여 악용된 취약점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악용 취약점은 CVE-2013-0422, CVE-2013-2465, 

CVE-2012-1889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격자는 Driver-by Download공격 시, 공격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취약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다중 공격방식을 취하므로,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 및 JAVA, Flash Player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관리

를 동시에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격에 사용되는 주소의 특성

3.1 악성코드 유포그룹의 개요

최근 발생하는 상당수의 공격들은 웹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방

법인 Drive by Download 공격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웹을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

는 악성코드 유포그룹이라 불리는 거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자에게 전파되며, 악성코드 유포그룹은 사용자가 처음 접속하

는 경유지 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코드를 다운로드 하는 

Exploit site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코드 배포에 악용되는 악

성코드 유포지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악성코드 유포그룹

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악성코드 유포그룹

의 활동을 탐지하고 예측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고에

서는 2013년 1년 동안 수집된 국내 180만개 주요 사이트를 통

해 유포된 악성코드, 유포지, Exploit site, 그리고 경유지 사이

트의 탐지 결과를 기반으로 악성코드 유포그룹의 구조와 특성

을 파악 한다.

3.2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는 주소들의 재악용

[7]에 따르면 탐지된 사이트의 상당수가 2번 이상 탐지되지 

않았으며, 특히 탐지된 경유지의 경우 2번 이상 탐지되지 않은 

사이트의 비율이 53%로 과반수가 넘으며, 탐지 횟수가 2회 이

하인 경우는 경유지 사이트 전체의 78%에 달한다. 이는 경유지

의 대부분이 재사용 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경유지 사이트를 계

속 변경하여 악성코드 유포그룹의 추적을 피하고 경유지를 다

양화하여 보다 많은 PC들에 악성코드의 감염을 확산하려는 위

함으로 추정된다. 또한 탐지된 전체 사이트 중 18%는 Exploit 

그림 4. 공격코드 난독화 예

그림 5. 난독화 공격코드 백신탐지 결과 예

표 3. 악용된 취약점 상세내역

그림 6. 취약점 공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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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와 유포지 모두로 사용되거나 경유지와 Exploit site 모두

로 사용되는 등 중복해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공격자에 의해 감

염된 사이트의 일부가 악성코드 전파에 중복 재사용됨을 의미

한다.

Exploit site와 악성코드 유포지는 경유지 사이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악성코드 유포그룹

이 보다 많은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킬 뿐만 아니라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수의 경유지 사이트를 계속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격자가 직접 공격코드를 심는 Exploit 

사이트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악성코드 유포지의 재사용비율

이 비교적 높다는 것은 exploit site나 유포지는 공격자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는 주소들의 활동기간

앞서 설명과 같이 [7]에 따르면 동일한 사이트가 재악용되는 

비율은 Exploit site나 유포지에 비해 경유지가 높은 경향을 보

이는 반면 그 활동 기간이 하루인 사이트의 비율은 경유지 사이

트에 비해 Exploit site나 악성코드 유포지가 월등히 높게 나타

난다. 이는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악성코드 유포그룹의 구성비

가 경유지, Exploit site 그리고 유포지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과 

같다. <그림 7>은 경유지, Exploit site 유포지 그리고 악성코드

의 각 사이트별 활동 기간을 통계적으로 도시화 한 것이다. <그

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성코드의 활동기간이 악성코드 유

포그룹 사이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유는 악성코드는 다

른 악성코드 유포그룹 사이트들에 비해 새로운 악성코드를 제

작하는데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3.4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는 주소들의 활동기간와 탐지

횟수 간 상관관계

[7]에 따르면 경유지의 경우 활동 기간과 탐지 횟수에는 상대

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보이나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활동 기

간과 탐지 횟수는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8>는 활

동기간별 탐지 횟수를 보이며 가로축은 각 사이트의 활동기간

을 세로축은 각 사이트의 탐지 횟수를 나타낸다. <그림 8>에서 

보듯 유포지는 악성코드 경유지와 Exploit site에 비해 활동 기

간이 매우 짧으며 소규모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3.5   악성코드 유포에 사용되는 주소들의 활동기간와 탐지

횟수 간 상관관계

<그림 9>은 악성코드 재배포율을 나타낸 것으로 각 유포지 사

이트 별로 동일한 악성코드가 재 배포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

을 의미 한다. <그림 9>에서 보듯 활동 일수가 하루 이상인 경

유지의 84%는 매번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함을 의미한다. 이는 

악성코드 유포그룹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악성코드

를 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악성코드 유포사건의 요소별 활동기간[7]

그림 8. 악성코드 유포사건의 요소별 활동기간-탐지횟수 관계[7]

그림 9. 악성코드 재배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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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인터넷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주요한 경로가 악성코드 유포이다. 악성코

드 유포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Drive-by 

Download 공격이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악성코드 유포를 위한 공격코드는 

대부분 Escape 문자열, 패킹기법 등을 이용하여 난독화되어 있

으며, 여러 취약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악성코드 유

포에 사용되는 경유지는 재사용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유포지

는 재사용되는 비율이 높고 활동기간이 짧아 공격자에 의해 집

중 관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유포지에서 동일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비율이 낮아 악성코드 유포그룹이 계속해

서 변화하며 새로운 악성코드를 유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Drive-by Download 공격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악성코드 유포그룹에 의해 진행되므로 악성URL을 차단하거나 

시그니처 방식의 악성코드 차단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악성 URL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신규 악성 URL을 단시간내에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취약점이 알려지는 시점과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

가 나오기 전에 이를 악용하는 제로데이공격의 시작 시점간의 

기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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