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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메일을 기반으로 좀비PC  넷그룹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에 연구가 되었으나, 기존의 검

증방식은 가상의 메일계정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수집하는 스팸트랩 시스템에서 추출한 이메일을 상

으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환경의 이메일을 상으로 좀비PC를 탐지하고, 좀비PC를 이용한 추

가 사이버 공격을 방하기 해 기존의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이에 한 좀비PC 탐지결과를 분석한

다. 이를 통해, 주요 포탈  기업의 메일서버에서 수신하는 이메일을 상으로 좀비IP를 탐지하여, 스
팸메일을 차단하고 ISP와 연계하여 실제 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넷이란 이미 해킹당한 좀비PC들로 구성된 거 한 

네트워크이다. 에 감염된 PC는 이용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DDoS 공격,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

버 범죄에 악용된다. 

   특히, 스패머들이 량 스팸메일을 발송할 때 넷을 

이용하는데 보안업체 카스퍼스키社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 스팸메일의 85%가 넷에 감염된 좀비PC에서 발송

된 것이라고 밝혔다.[1] 한, 올해 2월 유럽에서 발견된 

체 스팸메일  한국에서 발송된 스팸메일이 50.9%에 

달해 스팸메일 발신국가 1 를 차지했는데 이는 국내 

넷에 감염된 좀비PC가 증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2]  

   스팸  탐지를 해 이메일이 발송된 경로를 분석해

서 좀비PC를 찾는 기술은 기존에 연구되었으나, 가상의 

메일계정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수집하는 스팸트랩 시스템

에서 추출된 이메일을 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상

용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

용 이메일을 상으로 좀비PC탐지 할 수 있도록 EML

일 포맷 처리 보완하고, 좀비PC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기존의 탐지 알고리즘을 개선한다. 2장은 기존에 연

구된 좀비PC탐지 기술을 설명하고, 3장은 상용 환경에서 

추출된 이메일을 기반으로 좀비PC를 탐지하기 한 알고

리즘 개선방안 설명하고, 4장에서는 개선 알고리즘에 한 

검증,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련연구

   기존의 이메일 기반 좀비IP  넷그룹 탐지 기술 연

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에는 각 발신IP별 좀비

IP로 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심으로 연구하여, MTA

배여부, Received Field수, RBL 배건수, 발송메일수 등

을 심으로 단했다.[3,4] 좀 더 정확한 단을 하 좀

비IP가 넷그룹을 형성하는데 착안하여, 이메일 본문에 

포함된 URL 심으로 Grouping하여 넷그룹 탐지 방안 

연구[5]  동일 넷그룹 내 좀비IP들의 분포패턴에 한 

분석  검증이 진행되었다[6].

   기존 기술의 검증은 스팸트랩에 수집된 메일을 상으

로 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용성에 한 검증을 하고자 

상용 메일서버에서 추출한 이메일을 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상용 메일서버에서 추출된 

EML 일 포맷을 처리하기 한 보완이 필요했다. 더불어, 

기존 좀비PC탐지 처리 성능 향상을 해 발신IP추출 알

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부

분이 보완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 상용 환경을 한 좀비PC탐지 알고리즘 개선

3.1.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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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좀비PC 탐지 시스템 구성도

   여기서는 기존의 좀비PC탐지 시스템의 동작 구조를 

기술한다. (그림 1)은 재 시스템에 한 개념  구성도

이다. 8/13 ~ 9/1일까지 총 21일간 600명 규모의 기업 내 

메일서버에 실제 수신된 이메일  상용 스팸솔루션에 의

해 스팸으로 정된 이메일(총 43만 4959건, 일평균 2만여 

건의 스팸메일을 상) 사용하여, 좀비PC를 탐지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스팸트랩에서 처리된 스팸메일

(EML 일)을 상으로 좀비PC를 탐지하 다. 스팸트랩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계정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

들의 헤더정보를 분석하여, 추가 으로 헤더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스팸트랩에서 추출한 EML 일의 특수성은 좀

비PC를 탐지하는데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편

리하나, 이에 맞춰 설계된 기존의 좀비PC  넷그룹 탐

지 시스템에서는 상용 메일서버에서 추출한 스팸메일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1>은 스팸트랩에서 이메일 일 헤더에 추가되는 

특별기록 헤더이다. 

   

구분 내용 비고

특별기록 
헤더

MAIL_FROM: 
iaziwe7161@numericable.fr 발신자주소

RCPT_TO: ybkey@butthegirl.com 수신자주소

X-HELO: helo numericable.fr    HELO명령어

X-RECEIVED-IP: 80.236.95.151  발신자 IP

Received: 
from 80.236.95.151(80.236.95.151) 
at Tue, 14 Sep 2010 00:00:03 
+0900 by mail.com with ESMTP 
CrediShield

수신시간

<표 1> 스팸트랩 특별기록 헤더

    상용 이메일의 헤더에는 없는 특수한 헤더정보를 이

용해 발신/수신자 Email주소, 발신자 IP주소를 추출해 좀

비PC탐지를 진행하던 기존방식에서, 특별기록 헤더 없이 

상용 이메일 일에서 직  발신/수신자 Email 주소, 발신

자 IP  메일 수신시간을 직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3.2 발신IP(From IP) 추출 알고리즘 개선

   본 시스템에서는 보낸 사람 주소의 도메인과 발신IP의 

PTR조회 결과를 비교하여 PTR조회가 되지 않거나, 일치

하지 않으면 MTA 배로 단하여 좀비PC로 탐지할 가

능성을 높인다. 재 발신IP는 메일헤더에 최상단에 존재

하는 Received 필드의 from 항목에서 추출한다. 최상단의 

Received 필드에서 발신IP를 추출하는 이유는 수신자가 

메일을 받기 직  가장 마지막 경유지의 IP가 Received 

필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단의 Received 필드에 from 항목이 없거

나 정상 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메일서버들을 경유해

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최상단 Received 필드의 from 

항목에 존재하는 IP를 발신IP로 추출할 때 오탐이 발생하

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표 2>은 총 87개(정상 이메일 8개, 스팸메일 

79개)의 메일샘 을 분석해본 결과 1개의 외메일을 제

외한 나머지 정상메일은 모두 Received 필드의 

from/by/for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외 메일의 경우, 

웹메일을 통해 발신자가 자신에게 메일을 보낸 경우로  

외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상 메일을 상으로 검증해봤을 때, 최상  Received 

필드의 from항목에서 추출한 발신IP의 PTR조회 결과와 

보낸사람 주소의 도메인을 비교(기존방식)해 본 결과 

MTA 배로 정되었고, from/by/for 항목을 포함한 

Received 필드의 from항목에서 발신IP를 추출하여 비교

(새로운 방식)할 경우는 정상으로 정되었다. 

 

구분 메일 수 비고

from/by/for 가 포함된 
Received 필드가 있는 경우

16 정상 7개, 스팸 9개

from/by/for 가 포함된 
Received 필드가 없는 경우

70 스팸만 70개

[예외]from 이 포함된 
Received 필드 자체가 없는 
경우

1 정상 1개

<표 2> Received 필드 내 from/by/for의 포함여부에 따른 메일 분류

   따라서, 다수의 메일 샘 을 분석해 본 결과 (그림 2)

와 같이 Received 필드에 from/by/for 항목이 부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드의 from 항목에서 IP를 추출하여 

발신IP로 지정할 때 정상 인 메일을 MTA 배라고 잘못 

단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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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신IP 추출 차

4. 개선 알고리즘 검증

   여기서는 국내외 탐지한 좀비IP 반 인 황을 분석

하 다. 2013년 8월14일부터 9월 1일간 600명 규모의 기업 

내 메일서버에 상용 솔루션 기반으로 스팸메일을 추출해

서 시스템을 운 했을 때, 추출된 스팸메일은 43만 4959건

으로 일평균 2만여 건에 이른다. 21일간 좀비PC가 발송한 

스팸메일은 27만 8143건으로, 체 스팸메일의 63.95%에 

해당한다. <표 3>은 날짜 별 수신된 좀비PC 發 스팸메일 

탐지 율을 나타낸 것이다.

   한, 21일간 스팸메일을 보내온 발신IP는 2만 9588개

로, 스팸메일이 43만 4959건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소수의 IP에서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스팸메일 개수에 상 없이 발신IP의 개수는 비교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 내 메

일계정으로 다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IP의 개수가 고정되

어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 결론

   지 까지 상용 이메일 기반의 좀비PC탐지 기술의 처

리 성능 향상을 한 알고리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검증  탐지 결과를 분석하 다. 본 기술을 형 포털 사

이트의 이메일 서버와 연동하여 좀비PC를 탐지하고 이에 

한 검증이 수행되면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탐지된 좀비PC는 ISP와 연계하여 실제 조치가 된

다면 좀비PC를 통해 일어나는 추가  공격행 를 사 에 

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날짜 스팸메일(건)
좀비PC 發
스팸메일(건)

탐지율 발신IP(개)

08-12 12,364 7,538 60.97% 1,340 
08-13 3,524 2,858 81.11% 1,305 
08-14 2,860 1,855 64.85% 1,381 
08-15 1,862 1,577 84.69%   979 
08-16 1,998 1,584 79.26%   906 
08-17 5,973 4,034 67.54% 1,058 
08-18 26,295 16,666 63.38% 1,395 
08-19 38,042 24,442 64.25% 1,602 
08-20 32,789 21,382 65.21% 1,674 
08-21 27,567 16,806 60.97% 1,602 
08-22 26,833 16,874 62.89% 1,699 
08-23 27,703 17,819 64.32% 1,570 
08-24 23,823 15,459 64.89% 1,316 
08-25 22,975 13,960 60.76% 1,440 
08-26 26,028 15,653 60.14% 1,797 
08-27 28,809 17,977 62.40% 1,905 
08-28 27,568 17,810 64.60% 1,646 
08-29 32,317 20,993 64.96% 1,651 
08-30 32,843 20,550 62.57% 1,674 
08-30 32,367 22,087 68.24% 1,416 
09-01 419 218 52.14%   232 

TOTAL 434,959 278,143 63.95% 29,588

<표 3> 날짜 별 좀비PC 發 스팸메일 탐지비율  발신IP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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