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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해킹 기법들은 기존보다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악성화 되어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확 와 맞물려 그 력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유출을 목 으로 제
작한 해킹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의 피해가 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정보유출형 악
성코드를 효과 으로 분석, 탐지할 수 있는 기술에 하여 연구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악성코드의 탐지규칙과 해킹메일 악성코드 탐지규칙을 비교하 으며 이를 통해 해킹메일 악성
코드 뿐 아니라 새로운 악성코드와 변종들에 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에 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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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Hyung Park*․Kyeong Cheol Yang**․Dong Hwi Lee*․KuiNam J Kim*

ABSTRACT

Not only the recent hacking techniques are becoming more malicious with the sophisticated 
technology but also its consequences are bringing more damages as the broadband Internet is 
growing rapidly. These may include invasion of information leakage, or identity theft over the 
internet. Its intent is very destructive which can result in invasion of information leakage, hacking, 
one of the most disturbing problems on the net. This thesis describes the technology of how you can 
effectively analyze and detect these kind of E-Mail malicious codes. This research explains how we 
can cope with malicious code more efficiently by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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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악성코드를 은닉시킨 문서 일(HWP․PDF 

․PPT․MDB․DOC 등)을 지인으로 가장하여 국

가공공기   산업체 등 요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들에게 유포시켜 PC에 장된 기 자료를 빼내

가는 해킹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게 해킹메일

을 이용한 공격은 시스템에 한 직 인 공격보

다 훨씬 성공률이 높고 해킹한 PC를 경유하여 내

부망으로 추가 해킹까지 가능함에 따라 국가간 사

이버 정보수집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

지난 2004년 국발 ‘주요국가기 ’ 해킹사고 이

후 해킹메일로 인한 공격시도가 지속 으로 발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 사이버  활동이 상되

므로 우리의 국익 보호를 해 자우편을 통한 

해킹메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비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보유출형 해킹

메일 악성코드에 한 사고유형과 정보유출을 탐

지 할 수 있는 기술에 해 연구 한다.

2. 해킹메일 악성코드

최근 국해커가 정보유출을 목 으로 악성코드

를 포함한 해킹메일을 국가기   산업체 등 

요자료를 취 하는 담당자를 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악성코드가 첨부된 해킹메일을 발송하거나 

메일본문의 링크 열람시 PC에 해킹 로그램이 자

동으로 설치된 후 PC의 장자료  자우편 소

통내역이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

히, 자우편을 이용한 해킹은 자우편 수신자 스

스로가 메일의 악성코드를 실행한다는 에서 PC 

사용자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사회

공학  기법( 장, 도용, 박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이는 기 해킹방식인 불특정 다수를 상으

로 동일한 자우편을 발송하는 스팸메일 형식의 

자우편이 보안시스템(스팸메일차단시스템)에서 차

단되자 최근에는 개인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자

우편을 발송하여 메일 열람을 유도하고 있다[3].

본 장에서는 정보유출 해킹메일을 이용한 악성

코드 제작 방법을 설명한다. 

2.1 해킹메일 악성코드 제작 방법

  ① 공격 상 선정

 해커( 자우편 발신자)는 공격 상자 선정을 

해 각 기  요업무 담당자의 자우편 주소를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인명록, 명함, 련자 PC 

해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다.

  ② 메일 발송을 한 간 거  확보

 자우편 발송자는 추 을 피하기 해 해외 

간거 을 경유하거나 자신들의 컴퓨터 IP를 세탁

한 후 자우편 발송지․악성코드  자료유출 경

유지로 활용한다.

  ③ 자우편 첨부 일 제작

 해커는 자우편에 아래 (그림 1)과 같은 해킹 

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 일에 악성코드를 결합하

여 정상 일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만들어 첨부

일을 보낸다. 

(그림 1) 정상 일과 악성코드를 결합

  ④ 자우편 작성  발송

해커는 자우편 발송용 주소를 확보하기 해

서 무료 메일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 장가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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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자 등의 휴면계정을 입수한다. 

(그림 1) 첨부 일에 악성코드를 은닉한 자우편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자우편 첨부 일

(한 , MS오피스 등) 실행 시 해킹 로그램이 PC

에 설치되도록 첨부 일에 악성코드를 은닉한다.

(그림 2)는 메일 본문의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가 감염되도록 설정한다. 자우편 수신자가 의심 

없이 첨부 일을 열람토록 제목․본문을 작성 

는 아는 사람으로 장하거나, 박성으로 메일을 

작성한다. 해커는 발신지 IP주소 등 발신자 치를 

은폐하기 하여 사 에 해킹한 컴퓨터(경유지)를 

통해 악성코드가 은닉된 자우편을 발송한다.

(그림 2) 해킹 로그램 감염 유도 링크 자우편

  ⑤ 해킹 로그램 감염  자료유출

공격 상자가 자우편을 수신 후 첨부 일이

나 링크를 실행하면 은닉된 해킹 로그램이 상

자 PC에 자동으로 설치되며, 감염되면 해커가 사

에 확보해 놓은 자료유출 경유지로 PC의 장

자료(문서, 패스워드 등)가 유출되고 해커의 역

속을 허용하는 백도어가 동작하게 된다. 첨부 일

형 해킹메일의 경우 한 ․MS오피스문서(취약

이용)  압축 일로 작성되어 있고, 열어보면 실

제 문서 내용이 존재하므로 해킹 로그램의 포함

여부를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된 사

실조차 인지하기 어렵다[2].

(그림 3) 정보유출 해킹메일 감염사고 시나리오

3. 악성코드 분석

해커가 발송한 악성코드가 은닉된 자우편을 수

신하여 첨부된 일(정보.hwp)을 다운로드 는 실

행하 을 경우, 해킹경유지( 장도메인)에 설치된 

악성코드가 원격에서 실행되어 기 의 요자료  

정보가 유출된다. 다음은 아래 테스트 망을 이용하

여 해킹메일 악성코드 동작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입탐지시스템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탐

지패턴을 개발한다.

3.1 악성코드 분석  탐지패턴 개발 환경

아래 (그림 4)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시스템

에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패턴을 추출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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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망 구성도이다.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해서 

일(Filemon), 로세스(ProcessMonitor), 지스

트리 설정(Regmon) 등 여러 가지 동 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분석 도구[4]를 이용하여 해킹 신호를 분

석 후 탐지규칙을 제작하고 탐지여부를 확인한다. 

악성코드를 폐쇄망에서 분석하는 것은 감염신호가 

해커에게 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그림 4) 악성코드 분석 테스트 망 구성

  3.2 악성코드 동작 분석

해킹메일 수신시 악성코드가 첨부된 “정보.hwp” 

문서를 열람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 임의 서비스와 로

세스로 등록되고 등록된 서비스와 로세스  

일은 사용자 로그램으로부터 은닉된다. 한 해

커가 운용 인 리 로그램의 치를 참조하기

해 특정 도메인에 주기 으로 근한다. 그 외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조작하기 한 사용자 바탕

화면 제어, 지스트리  일 조작, 키보드 입력 

기록  개인 방화벽을 우회하기 한 코드 삽입 

기법을 포함한다. 

악성코드에서 채증한 실행가능 악성 일을 분

석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악성코드 동작 순서

① 자우편 열람시 C:\windows\system32\ 

ws2help.exe, wshelp.dll 일 드롭

② 203.128.65.166(mail.hacker.com) 80포트 등 4개 

악성도메인을 상으로 속 시도

③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계정\Local 

Settings\ka.exe 일 다운로드

④ iexplorer.exe에 삽입(injection)되어 악성코드 

실행

⑤ 지스트리에 자동 실행되도록 악성코드 등록

⑥ 시스템 정보  데이터 유출

 아래 (그림 5)는 첨부 일 열람시 ws2help.exe,ws 

help.dll 일을 드랍하여 c:\windows\system32\에 

복사  실행되면서 지스트리 자동시작에 등록된

다.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 

entVersion\polices\Explorer\Run\{0101} 키 생성.

(그림 5) 지스트리 등록 화면

(그림 6)과 같이 services.exe 일에 wshelp.dll 

악성코드가 인젝션 후 실행된다.

(그림 6) services.exe에 삽입된 wshelp.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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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후 (그림 7)과 같이 악성도메인(mail.hacke 

r.com)으로 속한다.

(그림 7) 악성도메인으로 속하는 화면

악성도메인 속 후 다음 치에 “C : \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계정\Local Settings\ka.exe”

일을 다운로드 한 후 실행되어 iexplorer.exe에 

인젝션하면서 일 실행시간을 saa.dll시간으로 변

경한다.

이후 아래 (그림 8)과 같이 지스트리에 자동 실

행 되도록 등록 한다.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 

Windows\CurrentVersion\Run\{superkey} 키를 

생성한다.

(그림 8) 지스트리 등록 화면

악성코드가 동작되면서 (그림 9)와 같이 [SYSTEM 

PROCESS] 일 정보 등 내부 시스템 정보가 송

된다.

(그림 9) 시스템 정보 유출 화면

4. 탐지규칙 제작  용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는 바이러스 백신과 스팸메

일차단시스템과 같은 보안장비에서 차단하지만, 알려

지지 않은 해킹메일에 포함된 악성코드의 경우 탐지

하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침입탐지규칙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킹메일에 감염된 시스템을 탐지하기 해서는 네트

워크 패킷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산망 환경에 맞

는 최 의 규칙을 생성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10) 일반 인 정보유출 악성코드 탐지 치

 

(그림 10)은 해커가 일반 으로 Sql-Injection 

기법으로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를 해킹하여 악성

코드를 삽입한다. 이후 일반 사용자가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에 속하게 되면 정보유출 악성코드

를 다운받으면서 내부정보가 유출된다. 기존 탐지

방법은 단방향 혹은 양방향 탐지규칙을 용하여 

단순하게 탐지규칙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11) 해킹메일 악성코드 탐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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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림 11)과 같이 최근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방법은 지능화, 고도화 되어 좀 더 

복잡한 탐지규칙이 필요하다. 해커의 감염된 시스

템을 탐지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

여 탐지규칙을 제작하여야 하며, 탐지규칙 작성시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재 가장 보편 으로 쓰

고 있는 스노트(Snort)[5]를 기반으로 탐지규칙 생

성  탐지방법을 기술한다[6, 7].

4.1 감염신호 송 탐지패턴 

(그림 12)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시스템에 

연결이 완료된 후, 피해시스템은 해커에게 3  단

로 연결 유지 목 의 0x02 데이터를 송한다. 

이는 해커가 감염 시스템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

여 하여 특정 패킷을 해커에게 발송한다.

00 01 02 81 df 10 00 c0 26 67 46 48 08 00 45 00  ........&gFH..E.

00 29 a2 ac 40 00 80 06 af 91 ac 10 28 66 ac 10  .)..@.......(f..

28 0a 05 f6 1f 40 38 44 c2 1b 88 8d b3 11 50 10  (....@8D......P.

fa f0 af 1c 00 00 02 20 20 20 20 20              .......     

(그림 12) 피해시스템에서 해커에게 특정신호 송

다음 <표2>와 같이 스노트(Snort) 탐지패턴으로 

표 할 수 있다. 특정 신호 송 “ꠓ” 스트링을 ASCII 

코드에서 HEX코드로 변형하여 탐지규칙에 용

한다. 

<표 2> 특정 신호 송 탐지패턴 제작 

alert tcp any any -> any any (content : “|02|” ; off

set : 0 ; depth : 1 ; dsize : 1 ;)

4.2 악성코드 다운로드 탐지패턴

(그림 13)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시스템이 악

성코드유포 경유지로 치가 장된 임의 악성코

드를 요청하는 트래픽을 캡처한 화면으로 40  간

격으로 ka.exe 일을 수신 신호를 보낸다. 한, 

“User-Agent：MYURL”은 해커가 지정한 명칭으

로 일 다운로드시 “MYURL”으로 지정한 서버에

만 속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fa f0 e1 ce 00 00 47 45 54 20 2f b3 61 2e 65 78  ......GET /ka.ex

65 20 48 54 54 50 2f 31 2e 30 0d 0a 55 73 65 72  e HTTP/1.0..User

2d 41 67 65 6e 74 3a 20 4d 59 55 52 4c 0d 0a 48  -Agent: MYURL..H

6f 73 74 3a 20 31 37 32 2e 31 36 2e 34 30 2e 31  ost: 172.16.40.1

30 0d 0a 50 72 61 67 6d 61 3a 20 6e 6f 2d 63 61  0..Pragma: no-ca

63 68 65 0d 0a 0d 0a                                 che....

  (그림 13) 악성도메인 주소  ka.exe 일 

요청 패킷

다음 <표 3>과 같은 스노트(Snort) 탐지패턴으

로 표 할 수 있다. 특정 스트링인 “GET”, “HTTP”, 

“MYURL”을 주입하고 바꿈의 의미인 “|0d 0a|” 

스트링을 탐지규칙에 용 한다.

<표 3> 악성코드유포 탐지패턴 제작 

alert tcp any any -> any 80 (content : “GET/” ; offset

: 0 ; depth : 5 ; content : “HTTP/1.0|0d 0a|User-Agent :

MYURL|0d 0a|Host : ” ; content : “Pragma : no-cache”;

4.3 내부시스템 정보유출 탐지패턴

(그림 14)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시스템이 

정보유출 경유지에 시스템 정보를 포함한 감염신

호를 송한다. 송하는 내용은 시스템 로세스 

정보인 smss.exe, winlogon.exe 등이 유출되는 것

을 네트워크 패킷으로 확인할 수 있다.

74 3f 7a 68 30 30 31 3f 5b 53 79 73 79 65 6d 20  t?zh001?[system

30 30 32 20 56 65 72 73 69 6F 6E 3D 33 2E 38 2E  process].system

33 2E 33 30 30 32 20 4E 69 63 6B 3D b3 11 30 37  ..smss.exe.csrs

30 30 32 20 4E 61 6D 65 3D 32 30 3F 36 2E         s.exe.winlogon.  

(그림 14) 피해시스템 정보유출

다음 <표 4>와 같은 스노트(Snort) 탐지패턴으로 

표 할 수 있다. “[system”, “smss.exe”, “winlo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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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링을 ASCII코드에서 HEX코드로 변형하여 탐

지규칙에 용 한다.

<표 4> 시스템 정보유출 탐지패턴 제작

alert tcp any any -> any any (content : “|53 79 73 

79 65 6d|” ; content : “|33 30 30 32 20 4E 69 63 6B|” ;

content : “|6D 65 3D 32 30 3F|” ;)

4.4 자료유출 경유지 탐지패턴

(그림 15)는 자료유출 경유지에서 해커에게 보

내지는 트래픽을 네트워크 검 로그램으로 확

인한 결과 “정보.hwp” 문서를 포함한 데이터를 

송한다. 송하는 내용은 각종 문서 일과 내용을 

포함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1 DF BF E4 C0 DA B7 E1 2E 68 77 70 20 65 6d 20  크젷쯝.hwp.QX)c?

FD HR EW NG EE EW FD GF FR 6F RE 3D TV 2E RT CE  캠櫛埇뭐뭐몣QX8)N

TR 2E DD RW EW KJ HD YE EY 63 GE 3D EE FR 66 66 嬉鈑뭐뭐exeNNhNpp

RD FD 3E JY EW ET FD JG GD KH 30 3F 36 2E         j?a!i)x)c?N

(그림 15) 자료유출 경유지에서 정보유출

다음 <표 5>와 같은 스노트(Snort) 탐지패턴으

로 표 할 수 있다. 이미 확보한 자료유출 경유서

버 IP정보를 이용하여 IP기반의 탐지규칙으로 작

성하며 문서 일명인 “.hwp”, “.doc”, “.pdf” 스트

링을 ASCII코드에서 HEX코드로 변형하여 탐지규

칙에 용 한다. 이는 자료유출 경유지에서 외부

로 문서 일 유출을 탐지하기 한 것이다. 

<표 5> 자료유출 경유지 탐지패턴 제작

alert ip 210.121.121.X any -> any any (content :

“|2E 68 77 70|” ; content:“|2E 64 6F 63| ” ; content : 

“|2E 70 64 66| ” ;)

4.5 탐지규칙 용  결과

아래 <표 6>은 일반 정보유출 악성코드 패턴을 

용하여 일반 인 악성코드와 해킹메일 악성코드

를 감염시켰을 경우 침입탐지시스템에서 감지한 

결과 이다. 모두 동일한 특정 패턴에 의해 감지된 

것으로 모두 탐지가 가능했다.

<표 6> 일반  정보유출 추출패턴 탐지결과

구  분
일반

악성코드

해킹메일

악성코드

패턴

기반

다운로드 탐지 탐지

내부자료유출 탐지 탐지

아래 <표 7>은 해킹메일 악성코드에서 추출한 

패턴을 보안장비에 용하여 일반 인 악성코드와 

해킹메일 악성코드를 감염시켰을 경우 침입탐지시

스템에서 감지한 결과이다. 특정패턴과 IP기반패

턴에 의해 감지된 것으로 일반 인 악성코드에서

는 신호 송과 자료유출 경유지는 감지하지 못했

다. 이는 두 가지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

키지 않아 탐지 되지 않았다.

<표 7> 해킹메일 악성코드 추출패턴 탐지결과

구  분
일반

악성코드

해킹메일

악성코드

패턴

기반

신호 송
미탐지

(신호미발생)
탐지

다운로드 탐지 탐지

내부자료유출 탐지 탐지

IP

기반
자료유출경유지

미탐지

(신호미발생)
탐지

결과 으로 해킹메일에서 추출한 탐지패턴을 가

지고 일반 인 악성코드를 모두 탐지하 으며, 해

킹메일 악성코드 역시 모두 탐지 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해킹메일을 이용한 악성코드 방

법  분석을 통한 효율 인 탐지규칙 제작 방안에 

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담당자들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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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피해시스템에 한 정확한 분석  탐지규칙 

제작 방법에 해 제안 하었다. 행 기반 분석을 

통해 탐지규칙을 용하여 능동 으로 악성코드 

감염시스템을 탐지할 수 있다. 최근 국해커들이 

우리나라의 요정보를 취하기 해 악성코드를 

제작하고 있으며 앞서 알아본 해킹기법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해킹방법을 통해 수많은 변종 악성코

드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킹메

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방하기 해서는 개

개인의 보안의식은 물론 정보보호담당자들의 침해

사고 응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바이러스 백

신업체를 통해 신종 악성코드에 한 보안업데이

트를 지속 갱신해야 한다.

향후 해커에 의한 변종 악성코드 제작기간이 짧

아질 것으로 단되며 악성코드가 만들어 지기  

보안 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 알려진 악성코드 과 알려지지 않은 

에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탐지패턴에 해 지

속 연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탐지된 악성코드

는 신종 악성코드까지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차 증가되는 사이버 을 이기 

한 통합 방어 계획을 비해야 하며, 요 정보유

출을 막기 한 다양한 응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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