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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근 악성코드 동향

09/02 – 악성코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동향

피해 사례 (Conficker, AimBot)

시스템 파일 변조형 악성코드

은폐 및 자기보호 악성코드

Zero-Day 취약점 (PDF / Excel)

09/02 – 악성코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동향

피해 사례 (Conficker, AimBot)

시스템 파일 변조형 악성코드

은폐 및 자기보호 악성코드

Zero-Day 취약점 (PDF / Excel)



최근 악성코드 동향

■ 09/02 – 신종 및 변형 악성코드 유형

• 트로이목마와 드롭퍼 강세가 뚜렷

• 취약점 관련 악성코드 피해 (Conficker / AimBot / PDF / Excel)

2009년02월 안철수연구소
ASEC Report 



최근 악성코드 동향

■ 09/02 – 네트워크 모니터링 현황

• 1월과 마찬가지로 Win32/Conficker.worm 이 사용한

• MS08-067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상위를 차지함

2009년02월 안철수연구소 ASEC Report 



■ 피해 사례 - Win32/Conficker.worm

• 다양한 전파 방법 (취약점, 공유폴더, 오토런)

• 중요 윈도우 서비스 무력화 특정 보안 사이트 접속 방해

• 자기보호로 인하여 진단/치료 어려움

최근 악성코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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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코드 동향

■ 피해 사례 - Win32/AimBot.worm (일명 2090 바이러스)

• MS08-067 취약점을 이용한 전파

• 특정 IRC 서버로 접속 후 명령을 대기

• 자기보호 기능으로 인한 진단/치료가 어려움

Rumor!



최근 악성코드 동향

■ 피해 사례 – 시스템 파일 변조(Patched)형 악성코드

- Win-Trojan/Patched 

• 윈도우 시스템 파일을 대상으로 코드 일부분을 수정한 형태

• 수정된 코드는 다른 악성코드를 실행 하도록 한다.

• 사용자가 발견 하기 어려고 수정된 코드를 치료하지 않고

• 이를 호출 하는 악성코드를 치료 할 경우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 동작하지 않기도 한다.



최근 악성코드 동향

■ 은폐 및 자기보호 악성코드

- Win-Trojan/Conficker, AimBot, Win32/DnsChanger

- 증가 이유와 대상

• 악성코드 자신의 생존성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

• 은폐대상은 파일,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접속정보

- 형태별 유형

• 은폐기법을 사용하여 진단을 방해하는 형태

• 안티 바이러스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 공격하는 형태

• 의도적인 재감염 형태 (치료가 어려움)



최근 악성코드 동향

■ 은폐 및 자기보호 악성코드

- 대응방법

• 은폐 탐지 및 복구 고도화

• 제품자체 보호 기능 강화

- 진단 전문 도구 활용



최근 악성코드 동향

■ Zero-Day 취약점 (PDF, Excel)

- PDF Zero-Day 취약점

• 2009년 2월 12일 Adobe Acrobat Reader & Adobe Acrobat 7, 8, 9 
전 버전에 해당 하는 취약점 발견

- 취약점 내용

• JBIG2 이미지 스트림을 로딩하는 도중 버퍼 오버 플로우 발생

- 공격방법 및 피해유형

• 메일에 첨부된 형태 및 문서가 업로드된 URL 전송 (메신저 포함)

• 조작된 문서는 쉘코드를 실행 하며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실행



최근 악성코드 동향

■ Zero-Day 취약점 (PDF, Excel)

- Excel Zero-Day 취약점

• 2009년 2월 23일 알려졌고 MS Office Excel 전 버전에 해당 하는 취
약점 으로 알려짐

- 취약점 내용

• 버퍼 오버 플로우가 아닌 엑셀문서의 구조적인 취약점

- 공격방법 및 피해유형

• 메일에 첨부된 형태 및 문서가 업로드된 URL 전송 (메신저 포함)

• 조작된 문서는 쉘코드를 실행 하며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및 실행



최근 악성코드 동향

■ Zero-Day 취약점 (PDF, Excel….)

- 문서 파일에 대한 취약점이 심각한 이유

• 공격방법이 대부분 ‘Spear Phishing’ 가 일반적임

• 특정인 또는 단체를 노리며 최종목적은 악성코드를 설치함

• 단지 사용자 정보를 노리는 것 이외에 내부 시스템 장악목적

• 윈도우 보안 패치보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패치는 무관심



II.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정보보호를 위한 선택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 수단 선택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절차

정보보호를 위한 선택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 수단 선택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절차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선택

가용성 - 정보의 유효성 보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안
원칙

기밀성 - 정보의 접근 보호

무결성 - 정보의 변경 보호

취약점보호수단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정보, 서비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 수단 선택

정보 보호 계획에 따라 적절한 보안 소프트웨어 및 장비 도입

다단계 보호(Defense in Depth)를 통한 보안 수준 향상 추구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 정보 보호 지침 (1)

- 사용자 계정 정책

• 모든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 사용 제한

• 어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를 포함한 조합으로 7자리 이
상의 로그인 암호 적용

• 로그인 암호는 일정한 주기에 따른 변경 및 재적용

•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모두 비활성화 설정

•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 부여를 제한하고 필요한 권한만 부여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 정보 보호 지침 (2)

- 시스템 통제 정책

• 모든 시스템에는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스피이웨어 프로그램과

방화벽 (IPS 포함) 설치

•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에 최신 엔진의

자동 적용

• 네트워크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설치 및 관리

• 사용자 설정 공유 폴더 및 공유 전산 자원에는 인가된 사용자

계정만 접근

• 공유 폴더 및 공유된 전산 자원을 사용하는 계정들에는

필요한 권한만 부여

• 사용중인 운 체제의 최신 보안 패치 및 서비스팩의 설치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 정보 보호 지침 (3)

- 보안 감사 및 모니터링 수행

•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
램을 이용한 주기적인 수동 검사 및 결과 파악

• 주기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특정 네트워크 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패킷 파악

•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는 무결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호스트
베이스 IDS 설치로 이상 징후 파악

• 운 체제의 감사 설정으로 시스템 이벤트 로그의 주기적인 분석으
로 비인가된 접근 및 이상 징후 파악

• 사용중인 운 체제와 프로그램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취
약점 및 악성코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확보 및 대응 조치



개인정보보안 대응방안

■ 정보 보호 지침 (4)

- 안철수연구소 정보보호 체크 리스트

• 기업 보안 / 전산 담당자를 위한 보안 체크 리스트

• http://kr.ahnlab.com/b2b/common/checklist/02.html

• 기업 환경에서의 개인 사용자를 위한 보안 체크 리스트

• http://kr.ahnlab.com/b2b/common/checklist/01.html

• 개인 사용자를 위한 보안 체크 리스트

• http://kr.ahnlab.com/info/common/checklist.html



AhnLab
The Joy of Care-Free Your Internet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