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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엄청난 속도로 확산하는 랜섬웨어, 트로이목마, 인터넷 웜과 같은 악성코드는 인터넷의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악성코드의 확산 방식과 영향을 끼치는 영향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확산 모델링에 기반을 둔 확산 예측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시스템 구성과 구현 방법을 살펴본 후 확산 예측 도구를 이용하여 워머블 악성코드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

다. 제안 확산 예측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최근 악명을 떨치는 워머블 악성코드에 대한 기본 지식만으로도 거시적 관

점의 여러 조건에서 확산 형태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ABSTRACT

Rapidly spreading malware, such as ransomware, trojans and Internet worms, have become one of the new major 
threats of the Internet recently. In order to resist against their malicious behaviors, it is essential to comprehend how 
malware propagate and how main factors affect spreads of them. In this paper, we aim to develop a spread prediction tool 
based on the modeling of malware epidemics. So we surveyed the related studies, and described the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experimented on the spread of malware with major factors of malware using the 
developed spread prediction tool. If you make good use of the proposed prediction tool,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malware spread at major factors and explore under various responses from a macro perspective with only basic knowledge 
of the recently wormable mal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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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들은 정보화 사회의 필수 도구인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연결할 뿐 아니라 대용량

의 정보를 가공, 처리,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컴

퓨팅 기술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보편화되면서 많

은 역기능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컴퓨터 바이

러스, 트로이목마, 인터넷 웜 등 악성코드는 컴퓨터 시

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침투, 운영체제 버그와 오류를 이

용한 해킹, 좀비 PC를 이용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으로 세계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1-3]. 특히, 트로이목

마, 랜섬웨어 등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악성코드 중 가

장 큰 위협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IT서비스업체, 정부기

관,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에

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악성코드의 원리나 세부 

동작 등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

됐으나, 악성코드의 다양한 확산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확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

고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악성코드 동작 

모델을 조사 및 분석한다. 인터넷상에서 영향 요인을 반

영하여 악성코드 확산 예측 도구를 개발하고, 일반 인터

넷 웜 및 워머블 악성코드 확산 실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대응 전문가가 악성코드 확산의 양상을 예측하

고 관련 대응 방안을 언제까지 어떠한 수준으로 유지해

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Ⅱ. 기존연구

여러 악성코드 중 인터넷 웜의 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모델이 제안되어 있으나, 실제 인터넷 환경에

서 동작하는 악성코드 확산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가정과 수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

표적이며 구현하기 쉬운 모델인 SI 모델과 SIR 모델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SI/SIR 모델을 설명한다.
SI 모델[4, 5]에서 각각의 호스트는 웜에 취약한 

S(Susceptible) 상태, 웜에 감염된 I(Infectious) 상태의 2
가지 상태를 가진다. 전체 개의 호스트 중 일부 호스트

가 S 상태에서 의 비율로 웜에 감염되어 I 상태로 변경

된다. 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SIR 모델[5, 6]에서는 각 호스트는 취약한 S 상태와 

감염된 I 상태, 웜에 감염된 후 제거되는 R(Recovery) 상
태의 3가지 상태를 가진다. 전체 개의 호스트 중 일부 

호스트가 S 상태에서 의 비율로 감염되어 I 상태로 변

경되고, 그중 I 상태에서 의 비율로 복구되어 R 상태로 

변경된다. 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SI/SIR 모델[7]은 악성코드의 확산이 대응 시점 를 

기준으로 하여 확산 단계(Spread Period)와 대응 단계

(Response Period)로 나뉘어 동작한다. 앞의 모델에서는 

확산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치료 또는 대응에 따른 

확산의 감소 정도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더욱 실제적인 웜의 확산에 대한 확산 단계와 대응 

단계를 모두 고려한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단, SI 모델과 SIR 모델에서 가 고정된 상숫값인데 

본 논문에서는 Two-factor Worm Model[8]과 마찬가지

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 로 나타낸다.

  ,   


여기서, 는 초기 확산율로 와 같으며, 웜의 단

위 시간당 평균 스캐닝 수 와 웜이 스캐닝할 수 있는 전

체 호스트 주소 공간 에 의해 계산된다. 는 감염 호스

트 비율에 따라 변화하는 감염률을 반영하는 값이다. 마
찬가지로  , 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나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4: 522-528, Apr. 2020

524

타낸다. 이는 확산이 진행될수록 오버헤드 등에 따른 감

소분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19년 5월 CVE-2019-0708로 공개된 보안 취

약점 Remote Desktop Services Remote Code Execution 
Vulnerability는 보안이 취약한 컴퓨터에 원격에서 접속

한 후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인

데, Microsoft는 이를 공개하면서 “the vulnerability is 
wormable”이라고 하였다[9]. 이는 사용자 인증이나 동

작 없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스템 사이를 자동으로 확

산하게 하는 취약점을 의미한다. 이를 악용하는 대표적

인 워머블 악성코드로는 WannaCryptor, Petya와 같은 

랜섬웨어가 있다. 워머블 악성코드는 특정 취약점을 이

용한 악성코드가 기존 웜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하는 새

로운 방식의 악성코드로, 인터넷 웜이 될 수도 있고 트

로이목마나 랜섬웨어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자신만의 고

유한 동작 방식을 가지지만, 확산 방식은 인터넷 웜의 

확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용

자의 동작 없이도 스스로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를 감염시킨 후 또 다른 취약한 호스트를 스캐닝하고 네

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호스트로 확산하는 형태를 가진

다. 이러한 워머블 악성코드의 확산 방식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네트워크로 확산하는 인터넷 웜과 동일한 방

식이므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하

여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확산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루트킷

과 같은 기존 악성코드는 확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Ⅲ. 악성코드 확산 예측 도구 설계와 구현

본 논문에서는 기존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워머블 악

성코드에 적합한 확산 예측 도구를 개발한다. 워머블 악

성코드 확산에 필요한 필수 파라미터와 각 모델의 특성

에 따른 파라미터 등을 입력하여 정확한 확산 양상을 예

측할 수 있고, 다양한 확산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악성코

드 대응에 대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안 악성코드 확산 예측 도구는 Windows 10 환경에서 

Anaconda 3.5 배포판의 Python 3.7을 이용하여 개발하

였다. 추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PyQt5 라이

브러리를, 과학기술용 수치 처리를 위하여 numpy 라이

브러리를, 그래프 및 시각화를 위하여 matplotlib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제안 확산 예측 도구의 시스템 개요는 그림 1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입력 부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여 기본 파라미터인 전체 확산 규모, 시
간, 최초 감염 호스트 수를 입력한다. 확산 모델을 선택

하고, 각 확산 모델에 따른 필수 파라미터를 함께 시각

화를 위한 오버랩 여부, 그래프 색깔 등을 선택하여 실

행한다. 엔진 부분에서 모델링에 대한 내부 동작을 수행

하고 메타데이터를 생성 처리하고 사용자 입력 등에 대

한 이벤트 처리 등을 수행한다. 출력 부분에서 시각화에 

대한 그래프를 출력하거나 시뮬레이션 처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시점의 상태를 모두 보여준다.

Fig. 1 System overview

표 1은 제안 확산 예측 도구가 지원하는 확산 모델과 

각 확산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보여준다. 모델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파라미터도 존재하지만, 각 모델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파라미터도 존재하므로 각 모델

의 세부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확산율 는 악성코드 특성에 따라 구분되

는 고유한 값이지만 그 이외의 값인 감염 호스트  , 
복구율 , 면역률 , 대응 시점 , 인터넷 속도 등은 사

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다.

Model Default parameters Required parameters

SI ,  ,  

SIR ,  ,   , 

SI/SIR ,  ,   , , , 

Table. 1 Supported models and its parameters

제안 확산 예측 도구의 동작은 그림 2와 같다. 각종 

파라미터를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받고 선택된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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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파라미터를 적절히 사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

한 후 사용자에게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Fig. 2 The proposed prediction tool screen shot

확산 예측 도구의 초기화면은 그림 3과 같다. 확산 모

델과 시각화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확산율 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로 스캐닝 

수와 전체 인터넷 주소 공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스캐

닝 수가 정해진 경우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로 나

누어 반영하도록 구현하였다.

Fig. 3 The proposed prediction tool screen shot

제안 도구에서 여러 확산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악

성코드의 확산과 대응 효과를 모두 설명하기 위함이다. 
악성코드 확산을 SI 모델에게만 적용하면 악성코드 확

산의 설명만 가능하다. SIR 모델에게만 적용하면 감염

된 호스트만 복구될 수 있으므로 감염되기 이전 악성코

드 대응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 SI/SIR 모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악성코드 확산, 대응과 면역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Ⅳ. 악성코드 확산 예측 도구 실험

제안 확산 예측 도구를 이용한 악성코드 확산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

①각 호스트는 동일한 악성코드에 중복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②악성코드는 취약 호스트가 속한 네트워크의 평균 속

도에 맞추어 확산한다.
③악성코드를 치료하거나 미리 대응하여 면역성을 가

지는 호스트의 경우 동일한 악성코드에 다시 감염되

지 않는다.
④ 각 호스트의 성능, 스위치 및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지연,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패킷 오버헤드 등

은 거시적 관점의 악성코드 확산에서는 무시한다.

4.1. 확산 예측 도구의 악성코드 확산 실험

그림 4는 SI 모델에서 감염 가능한 취약 호스트 수 

N=10,000, 최초 감염 호스트 1대의 조건으로 평균 인터

넷 속도 28.6Mbps 환경에서 200KB 악성코드가 확산하

는 실험 결과이다.

Fig. 4 The spread of malware in term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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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같은 조건으로 시간

의 추이에 따른 감염 호스트 수를 가상의 네트워크 노드

로 표현하여 준다. 그림은 확산 48시간 후 1,301대가 감

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5 The spread of malware in terms of node

그림 6은 SI 모델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지만, 악성

코드의 크기가 150KB, 200KB, 250KB인 경우를 가정

하여 각각 확산한 결과 그래프를 중첩하여 보여주고 있

다. 단, 그림 6부터는 제안 도구의 파라미터 부분은 제외

하고 그래프 부분만 발췌하여 보여주도록 한다.

Fig. 6 The spread of 3 types malware at different sizes

그림 7은 SI/SIR 모델에서 감염 가능한 취약 호스트 

수 N=10,000, 최초 감염 호스트 1대의 조건으로 평균 인

터넷 속도 28.6Mbps 환경에서 악성코드의 크기가 

150KB, 200KB, 250KB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확산

한 결과 그래프를 중첩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는 

대응을 시작한 시점으로 확산 후 72시간부터인데 확산

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The spread of 3 types malware at same response 
period

Fig. 8 The spread of 3 types malware at different response 
periods

그림 8은 SI/SIR 모델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지만, 
악성코드의 크기는 200KB로 고정하고 대응 시점 를 

48, 72, 96시간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확산한 결과 그

래프를 중첩하여 보여주고 있다. 빨리 대응을 시작할수

록 확산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확산 예측 도구의 워머블 악성코드 확산 실험

WannaCry, WannaCrypt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WannaCryptor는 대표적인 워머블 악성코드로 전 세계

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수많은 변형들이 발견된 상태

이다. WannaCryptor는 사용자 동작으로 감염되는 기존 

랜섬웨어와 달리 Windows의 SMB(Sever Messag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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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접속 가능

한 IP 주소를 스캐닝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

으로 확산한다[10, 11]. 특히, WannaCryptor는 네트워

크 속도와 관계없이 초당 10회의 스캐닝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2]. 이를 이용한 확산 그래프는 그림 9와 

같다. SI 모델에서 감염가능한 취약 호스트 수 

N=10,000, 최초 감염 호스트 1대의 조건으로 평균 인터

넷 속도 28.6Mbps 환경에서 확산하는 경우이다.

Fig. 9 The estimated spread of WannaCryptor

Fig. 10 The estimated spread of 3 types WannaCryptor 
at different response periods

그림 10은 앞과 같은 조건으로 WannaCryptor가 

SI/SIR 모델에서 확산하고, 대응 시점 를 72, 120, 168
시간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확산한 결과 그래프를 중

첩하여 보여주고 있다. 168시간 이후는 취약한 호스트 

모두가 WannaCryptor에 감염된 상태에서 비로소 대응

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이

다. 따라서 최소한 그 이전에 이미 대응을 시작하여야 

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Ⅴ. 결 론

악성코드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미시적 관점의 연

구가 진행되었고 거시적 관점에서 악성코드 확산 연구

는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대응 조직 및 대응 전문가 관

점에서 악성코드 특성에 따른 확산을 예측하고 대응 방

안의 시행 시점과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도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악성코드 

확산 모델링에 기반을 둔 확산 예측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시스템 구성과 구현 

방법을 살펴본 후 확산 예측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 인터

넷 웜 및 워머블 악성코드 WannaCryptor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 확산 예측 도구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해킹 및 사이버테러를 다루는 전문 조직 또는 악성코드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

다. 감염 호스트, 확산율, 면역률, 복구율, 인터넷 속도, 
대응 시점 등 악성코드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

양한 요인에 대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정확한 예측

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워머

블 악성코드에 대한 기본 지식만으로도 거시적 관점의 

여러 조건에서 확산 형태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

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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