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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팸메일은 악성코드를 전파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자가 스팸메일을 열어보고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공학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팸 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에 대하여 행위 분석과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해당 악성코드에 대하여 시스템 내에서의 행위 및 네트워크 트
래픽을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 내에서 파일 및 레지스트리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키
입력 정보를 파일로 기록(키로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쿠키 파일로부터 추출한 이메일 주소들
로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특정 서버와 지속적인 통신 및 또 다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확
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의 행위와 스팸메일의 특징을 분
석함으로써 스팸메일 발송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핵심어 : 스팸메일, 악성코드, 악성코드 분석, 트래픽 분석

Abstract
Spam is one of the methods to propagate malware, and malware authors mainly use social engineering
means in order to get Internet users open spam and execute an attached malwa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malware which is attached in the spam by categorizing them into behavior analysis and
network traffic analysis and propose defense mechanisms based on the result. As a results of analyzing the
behavior in system and network traffic, it was observed that this malware creates new files, registries, key
log files in newly infected machines. Furthermore, we inferred that malware sent spam to user's e-mail
addresses from cookie files, communicated with specific server continuously and downloaded other malware.
With this analyzed result, we propose the defense mechanism in order to detect sending spam and block it
by analyzing the behavior of malware which sends spam and the features of spam.
Keywords : spam, Malware, Malware Analysis, Traff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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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그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개인 및 산업 분야에서도 인터넷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메일(E-mail)
서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1]. 그러나 이에 따라 사용자의 컴
퓨터를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 역시 스팸메일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2-5]. 스팸메일은 사
용자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으며 광고, 악성코드 유포, 피싱 공격,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Attack: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메일을 의미한다[3]. 2008년
12 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로 접수된 스팸메일 신고 현황은 2,894,826건으
로 1월 597,550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다[6]. 스팸메일 발송자는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
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수신된 스팸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발송자 이름 변조, 법률 관련 제목, 호기심을 자극하는 축하 카드나 이벤트 당첨 관련 제목 등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한다. 지난 2009년 12 월에는 크리스마스카드로 위장한 스팸메일이 국내에서도 전
파되었으며, 이 스팸메일에는 악성코드 실행파일이 ‘CristmasCard.zip’이라는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
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도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된 수많은 컴퓨터를 통해 구글(Google)을 사칭
하거나 친구초대, E-Card 등으로 위장한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악성코드를 시스템 내 행위 분석과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파일 및 레지스트리를 생성하고, 키보드 입력 정보
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용자에게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특정 서버와의 지속적
인 통신 및 또 다른 악성코드 다운로드 등의 악성행위를 확인하였다. 프로토콜별 발생 패킷량에
대해서는 TCP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패킷은 전체 패킷의 93.4% 이며, 그중에서도 스팸메일을 전
송하기 위한 SMTP 패킷은 44.4% 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스팸메일의 전파 과정과 차단 기법, 악성코드의 분석 방법에 대한 관련 연
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허니넷(Honeynet) 환경을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악성코드의 행위 분석
과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스팸메일
2.1.1. 스팸메일의 전파 과정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작성하고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첨부한 스팸메일을 발
송한다. 사용자가 호기심에 의해 수신된 스팸메일을 읽고 첨부파일을 실행시킬 경우, 악성코드는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게 된다. 감염된 컴퓨터는 또 다른 사용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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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공격자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분산서비스거부공격에
이용되는 등 제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1]은 스팸메일의 전파 및 악성코드의 감염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스팸메일의 전파 과정
[Fig. 1] Propagation of spam

또한 공격자는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공격 대상자를 선택하기 위해 수많은 홈페이지와 검
색엔진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한 경유지를 확보한다. 그리고는 이러
한 경유지를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첨부한 스팸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첨부파일의 실행을 통해
감염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각종 정보들을 유출시킨다[7].
2.1.2. 스팸메일 대응 기술
스팸메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는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그니처 기반 필터링, 자동차
단, 레퓨테이션(Reputation)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표 1] 스팸메일 대응 기술
[Table 1] Anti-spam techniques
유형
시그니처 기반 필터링

네트워크 필터링

자동 차단

레퓨테이션 시스템

방법
컨텐츠 필터링
휴리스틱 필터링
베이지안 필터링
SMTP 연결 차단
트래픽 모니터링 및 속도 제한
대량 메일 발송기를 이용해 전송되는 스팸메일 차단
최초 발송된 이메일 인증
같은 형태의 이메일이 일정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송될 경우 차단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RBL)
SPF(Sender Poli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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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그니처 기반 필터링
시그니처 기반 필터링[19]은 기본적으로 특정 시그니처에 대한 필터를 적용하고 매치 여부를 판
단한다. 그중에서도 컨텐츠 필터링은 수신하려는 이메일의 헤더 정보, 본문, 첨부파일의 정보를 읽
어 제목 또는 본문 중에 특정 내용, 키워드,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거나 발송자의 주소가 특정한 이
메일 주소일 경우 컨텐츠 필터가 이러한 스팸메일의 수신을 차단한다.
휴리스틱(Heuristic) 필터링[20]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며, 수
신되는 메시지의 헤더, 본문, 첨부파일을 분석하고 스팸메일의 특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느낌표나 점(.), 대문자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스팸메일 스코어(spam Score)가 높아지게 되
고,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임계치(Threshold)와 비교하여 스팸메일 여부를 판단한다.
베이지안(Bayesian) 필터링[21-22]은 영국의 수학자 Thomas Bayes의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동
작한다. 이 원리를 텍스트 분류에 적용시켜 개별 단어의 출현 빈도를 기록하고, 비슷한 유형의 텍
스트를 샘플 데이터로 추가하여 단어들의 연관을 추적함으로써 임의의 텍스트가 해당 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팸메일 필터링에 적용하면, 미리 정의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도 규칙을 스스로 생성하여 필터링할 수 있다. 즉, 입력되는 스팸메일과 정상메일로
부터 각각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새로 들어오는 이메일의 각 단어들을 스팸메일 테이블 및 정상메
일 테이블과 각각 비교함으로써 특정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스팸메일의 확률을 계산한다.
나. 네트워크 필터링
네트워크 필터링 기술은 네트워크 주변 및 메일 서버에 스팸메일 차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
하고 스팸메일이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전에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서 제거함으로써 트래픽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필터링의 기술로는 SMTP 연결 차단, 트래픽 모니터링 및 속도
제한 등이 있다.
SMTP 연결 차단은 로컬 네트워크 내에 있는 컴퓨터로부터 외부의 메일 서버로 연결되는 아웃
바운드 연결을 차단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이 SMTP 연결 차단에 의해 연결 시도가 차단되면, 스
팸메일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팸메일로 인한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상적인 트래픽마저 차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트래픽 모니터링 및 속도 제한 방법은 로컬 네트워크 중간에 위치하여 모든 컴퓨터들의 트래픽
을 관찰하고 제어한다. 한 대의 컴퓨터가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을 생성하면 관리자가 관련 정보
를 보고 받고, 현재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등 스팸메일 발송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어함
으로써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 자동 차단
자동 차단 기술은 스팸메일의 내용이 아니라 이메일의 발송형태와 전송방식을 판단하여 스팸메
일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개별 이메일 단위의 필터링보다는 대량으로 전송되는 스팸메일
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량 메일 발송기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은 a) 표준을 위반한 시간 표기, b) Message-ID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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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localhost’ 포함, c) X-Mailer 필드에 메일 발송기 이름(예: The Bat, eGroups, GoldMine,
JiXing 등)을 포함, d) Content-Type 과 실제 본문의 불일치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차단한다. 최초
발송된 이메일 인증은 Challenge-Response 메커니즘을 통해 각 발송자마다 한번만 인증을 수행하
며, 스팸메일의 경우 Challenge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다. 또한 같은 형태
의 이메일이 일정 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될 경우 스팸메일로 차단하는 방법도 이
용된다.
라. 레퓨테이션 시스템
레퓨테이션 시스템은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등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이메일을 보낸
발송자와 그 서버의 환경에 대하여 IP 주소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스팸메일 여부를 판단하고 차
단하는 기술이다.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RBL: Realtime Blocking List)는 스팸메일 발송에 이용되는 IP 주소 리
스트로, 이를 통해 해당 IP 주소로부터 수신되는 이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RBL 로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RBL,

MAPS(Mail

Abuse

Prevention

System),

ORDB(Open-Relay

DataBsae), SBL (Spamhous Block List) 등이 존재한다.
SPF(Sender Policy Framework)는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분석하여 유효한 사용자가 해당 도메
인의 서버를 통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이메일 수신 측에서 각 이메
일이 정단한 DNS 를 통해 발송된 것인지 해당 DNS에 직접 질의하여 확인하고, 위조된 이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발송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현재 SPF 는 발송자 인증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2.2. 악성코드의 분석 방법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정적 분석은 시스템
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성 요소들의 연관성, 호출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악성코드의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하며, 특히 폴리모픽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하여 패킷의 페이로드에 대한
바이너리 분석 등이 대표적인 정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24]. 동적 분석은 시스템을 동작시키면서
원하는 데이터가 산출되는지의 여부 등 시스템의 실행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분석을 말하며, 위
험요소의 실시간 감시 및 데이터 오류 검증의 최적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8,23]. 또한 역어셈
블 방지 기법(Dis-assembly Thwarting Technique), 자기 수정 코드 기법(Self-modifying Code
Technique) 등과 같이 정적 분석을 방해하는 기법들이 발전함에 따라 정적 분석을 통한 탐지에 어
려움이 있어 동적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24].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동적 분석을 이용하여 시스템 내 행위 분석과 네트
워크 트래픽 분석으로 나누어 악성코드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내 행위 분석은 해당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었을 때 파일이 새로이 생성되거나, 레지스트리가 변경된다는 특징과 연관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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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이용되는 프로토
콜, 통신 대상과 내용, 각종 패킷량 등 외부와 통신하는 사항들을 분석한다.

[그림 2] 악성코드 분석 방법
[Fig. 2] Method for malware analysis

2.2.1. 시스템 내 행위 분석
가. 파일 생성 및 변경 행위
사용자가 시스템에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악성코드가 시스템에서 실행되었을 경
우에도 파일이 생성 및 변경된다. 이는 기존의 잘 알려진 파일과 유사한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하
거나, 기존의 파일을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루트킷(Root-kit)을 먼저 설치하고 이용하여 악성코드
의 존재를 은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하드디스크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행
위이며, 특정 프로세스에 의한 저장매체 사용이나 의심스러운 동작을 분석한다. 악성코드에 의한
파일 생성 및 변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FileMon[9], WinAlysis[10] 등과 같은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나. 레지스트리 생성 및 변경 행위
윈도우(Windows)가 부팅되거나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는 시스템의 모든 설정이 집결해있
는 레지스트리를 바탕으로 동작한다. 악성코드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다양한 레지스트리를 조
작함으로써 윈도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거나 실행 사실을 은닉한다.
따라서 악성코드에 의해 생성 및 변경되는 레지스트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은닉
된 악성코드의 경로나 윈도우 서비스 기능 조작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악성코드에 의
한 레지스트리 생성 및 변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RegMon[11], RegShot[12], WinAlysis[10]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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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2.2.2.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최근의 악성코드는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감염된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즉,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은 공격자와 연결되고, 공격자는 해당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으며, 감염된 시스템들을 봇넷(Botnet)으로
구성하여 스팸메일 발송,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2]. 따라서 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악성행위들을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TCPView[13]나 TDIMon[14]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허니넷을 통해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을 수집하고 저장하여 분석할 수 있다. 허니
넷은 실제로 악성코드 감염 대상인 허니팟(Honeypot)과 인터넷이 연결된 허니월(Honeywall)을 브
릿지(Bridge)로 연결함으로써 허니팟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허니월에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이다.

3. 악성코드의 시스템 내 행위 및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3.1. 시스템 내 행위 분석
지난 2009년 12 월 크리스마스카드로 위장한 스팸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의 실제 파일명은
‘Christmas Card.pdf(수십개의 공백).exe’로 되어있지만, 사용자에게는 ‘Christmas Card.pdf’라는 파
일명으로 일반 파일처럼 보임으로써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 [표 2]는 해당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
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스팸메일에 첨부된 악성코드 정보
[Table 2] Information of malware attached in spam
첨부파일

Christmas Card.pdf(수십개의 공백).exe

파일크기

441,344 bytes

MD5

4B33F1D40C570869276BEBE233FB9635

[표 3]은 허니넷 환경[2]에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성된 파일과 그 파일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악성코드가 시스템 내에서 실행될 때 상당히 높은 CPU 점
유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3개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wmimngr.exe’는 처음 첨부파일명 ‘Christmas Card.pdf(수십개의 공백).exe’ 파일과 MD5 값이 일
치하기 때문에 자신을 복제하고 파일명을 변경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wpmgr.exe’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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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C:\Windows\system32’ 경로에 생성되며, 키로깅을 수행하는 키로거(Keylogger) 프로그램이
다. 키로거는 사용자의 키 입력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악성코드로, 웹사이트 접속 ID 와 패스워드,
인터넷 뱅킹 거래 시 입력하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키 입력을 모두 기록하여 추후 공
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15]. 이 악성코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의 모든 값을
‘oracle.ocx’에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악성코드는 스팸메일을 보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들까지도 공격자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표 3] 악성코드의 파일 생성 행위 분석
[Table 3] File creation behavior of malware
파일명

wmimngr.exe

wpmgr.exe

oracle.ocx

내용
경로

C:\Windows\system32

크기

441,344 bytes

목적

스팸메일 발송

MD5

4B33F1D40C570869276BEBE233FB9635

기타

Christmas Card.pdf(공백).exe 파일의 복제

경로

C:\Windows\system32

크기

239,616 bytes

목적

키로깅

MD5

6CDDFF11CBF7AC159ACC9ACA855F19CA

기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로그파일을 oracle.ocx 파일에 저장

경로

C:\Windows

크기

variable

목적

키로그 정보 저장

MD5

variable

기타

wpmgr.exe에 의해 키로그 정보가 저장되는 파일

감염된 악성코드는 파일 생성 행위 외에도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악성행위를 수행한다. [16]에
따르면 윈도우 비스타(Windows Vista) 이후로 관리자의 허가 없이 어떠한 시스템의 변화도 수용
하지 않도록 사용자 계정 컨트롤(UAC, User Account Control)을 도입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시스
템을 변화시키려 할 때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 악성코드는 악성행위를 수행하기 위
해 레지스트리를 변경시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의 경고 메시지를 해제하고, EnableLUA(Limited
User Account)를 통해 사용자 계정을 제한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Windows Management와 Java
micro kernel 레지스트리 변경을 통해 ‘wmimngr.exe’와 ‘wpmgr.exe’ 악성코드를 시스템 시작과 동
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만약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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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도록 레지스트리가 수정된다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위와 같이 파일과 레지스트리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시스템은 위험에 노출된다. [표 4]는 이 악성코
드에 의한 레지스트리 변경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 악성코드의 레지스트리 변경 행위 분석
[Table 4] Registry modification behavior of malware

레지스트리
UACDisableNotify

EnableLUA

Windows
Management

Java micro kernel

내용
종 류

REG_DWORD

데이터

0x00000001 (1)

경 로

HKLM\SOFTWARE\Microsoft\Security Center

종 류

REG_DWORD

데이터

0x00000000 (0)

경 로

HKLM\SOFTWARE\Microsoft\CurrentVersion\policies\system

종 류

REG_SZ

데이터

C:\Windows\system32\wmimngr.exe

경 로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종 류

REG_SZ

데이터

C:\Windows\system32\wpmgr.exe

경 로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3.2.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악성코드를 실행시킨 허니팟에서 악성코드는 다수의 DNS 쿼리(Query)를 이용하여 메일 서버
탐색을 시도하며, 탐색된 메일 서버와 연결되었을 경우 이메일 리스트로 스팸메일을 발송한다. 그
리고 스팸메일은 크리스마스카드뿐만 아니라 E-Card 및 친구 초대 등의 제목으로 스팸메일을 발
송되며, 공격자의 서버와 지속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 트
래픽 분석을 통해 이 악성코드의 스팸메일 발송과정을 기술한다.
3.2.1. 감염된 시스템의 IP 주소 확인
[그림 3]은 감염된 시스템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www.whatismyip.com(IP 주소 확인 웹사
이트)의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DNS 쿼리 및 응답을 나타낸 것이며, www.whatismyip.com 에 접속
하여 automation 디렉토리의 n09230945.asp 페이지로부터 감염된 시스템의 IP 주소 정보를 수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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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염된 시스템의 IP 주소 확인
[Fig. 3] Identifying IP address of infected system

3.2.2. 메일 서버 접속 및 스팸메일 발송 실패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은 메일 서버에 접속하고,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한다. 그
러나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메일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하고 다른 메일 서버를 탐색한다. [그림 4]는 접속한 메일 서버에서 수신한 이메일 주소 오류
(Unrouteable Address)로 인해 스팸메일 발송을 실패하고 접속을 종료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메일 서버 접속 및 스팸메일 발송 시도 - 실패(1)
[Fig. 4] Connecting to mail server and attempting to spam - failure(1)

[그림 5]는 접속한 메일 서버에서 SPF(Sender Policy Framework)[17]에 의해 발송이 거부되어
접속을 종료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73 번 패킷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신측에서 발신 메일의
DNS 를 분석하여 발송을 거부한다.

[그림 5] 메일 서버 접속 및 스팸메일 발송 시도 - 실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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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접속하려는 메일 서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101, 103, 106, 113번 패킷에서는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메일 서버가 있는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고 메일 서버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픽스(Prefix)를 변경하면서 메일
서버를 탐색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 지속적인 메일 서버 탐색
[Fig. 6] Continuously searching the mail server

3.2.3. 메일 서버 접속 및 스팸메일 발송 성공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은 메일 서버에 접속하고, 스팸메일 발송을 위해 수신자 및 발송자 이
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만약 메일 서버와 연결이 성립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본문에 파일을 첨부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한다. 다음은 스팸메일 발송 시도 중, 메일 서버
접속 및 스팸메일 발송이 성공했을 경우의 동작 순서이다.
- 메일 서버 DNS 쿼리 및 응답
-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정보 입력
- 연결 성립
- 스팸메일 발송
- 연결 종료
[그림 7]은 메일 서버(smtp.etnews.co.kr)와 연결이 설정되어 이메일 발송 준비가 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은 메일 서버와의 연결 성립 후,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송신 포트 번호는 innosys(1412)이고 수신 포트 번호는 SMTP(25)로, 약 4300개의 패킷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스팸메일을 보낼 때마다 송신 포트 번호는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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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메일 서버와의 연결 성공
[Fig. 7] Successful connection with mail server

[그림 8] 이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전송
[Fig. 8] Sending email body and attachment

[그림 9]는 이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발송 후,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를 수신하고 메일 서버
와의 연결을 종료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전송 ACK 및 연결 종료
[Fig. 9] ACK and close connection

[그림 10]은 발송자 이메일 주소, 수신자 이메일 주소, 제목, 날짜, 컨텐츠 유형, 본문에 포함된
HTML 태그, 첨부파일 등 실제로 발송된 스팸메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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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발송된 스팸메일의 정보
[Fig. 10] Information of sent spam

위와 같은 과정으로 허니팟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악성코
드가 각각 발송자 이메일 주소, 제목, 본문, 첨부파일 이름을 변경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 발송한 스팸메일과 내용
[Table 5] Sent spam and contents
스팸메일

스팸메일 1

스팸메일 2

스팸메일 3

내용
발송자
수신자
제 목
첨부파일
발송자
수신자
제 목
첨부파일
발송자
수신자
제 목
첨부파일

e-cards@123greetings.com
(삭제)@etnews.co.kr
You have received a Christmas Greeting Card!
Christmas Card.zip
e-cards@hallmark.com
(삭제)@segye.com
You have received A Hallmark E-Card!
Postcard.zip
invitations@hi5.com
(삭제)@etnews.co.kr
Jessica would like to be your friend on hi5!
Invitation Card.zip

[그림 11]은 실제로 수신한 스팸메일을 나타낸 것이다. [표 5]에 나타낸 ‘Hallmark E-Card’ 스팸
메일 외에도 구글(Google)을 사칭하여 ‘Thank you from Google!’ 이라는 제목 및 첨부파일을 검토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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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제 수신된 스팸메일
[Fig. 11] Actual received spam

3.2.4. 특정 서버와 지속적인 통신
감염된 시스템은 [그림 12]와 같이 60 초마다 ciscotunnel.webhop.net에 대한 DNS 쿼리를 발생시
키고 소스 포트 번호를 1씩 증가시켜 DNS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 IP 주소인 204.13.248.126의 443
번 포트(https)를 대상으로 SYN 패킷을 3개씩 전송한다. 해당 도메인은 DynDNS.com 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제작자가 IP 주소를 맵핑(Mapping)한 것이다. 이는 감염된 시스템
이 악성코드 제작자의 서버에 접속하여 지속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지속적인 DNS 쿼리 발생 및 SYN 전송
[Fig. 12] Continuous DNS query and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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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다른 악성코드 다운로드
감염된 시스템은 [그림 13]과 같이 newyorkpizzafider.com 에 대한 DNS 쿼리를 요청하여 접속하
고 misc 디렉토리의 nvctl.exe 라는 이름의 파일을 약 450개의 패킷으로 나누어 다운로드한다.

[그림 13] 다른 악성코드 다운로드
[Fig. 13] Download of another malware

3.3. 네트워크 트래픽 통계
본 장에서는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악성코드에 의해 발생한 트래픽에 대하여 통계
를 산출하여 시각화한다. 스팸메일 발송 기록을 포함할 수 있도록 2시간동안 발생한 트래픽에 대
한 통계를 산출하였다. [표 6]은 2 시간동안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14,968 개의 패킷이 3,444,323 바이트만큼 발생하였고, 평균 패킷 사이즈는 230 바이트 정도이며,
초당 평균 480.5 바이트이다.
[표 6] 2시간동안 발생한 트래픽
[Table 6] Generated traffic for 2 hours
네트워크 트래픽의 속성

수치

총 패킷 수

14,968 Packets

총 패킷의 크기

3,444,323 Bytes

평균 패킷 사이즈
평균 초당 바이트수

230.112 Bytes
480.555 Bytes/sec

[표 7]은 프로토콜별 패킷량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PPP Link Protocol은 감염시킨 허니팟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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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ADSL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을 지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패킷으로 판단되고, NetBIOS
Name Service는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명칭의 등록, 검색, 해제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다. 전체 발생 패킷의 약 93% 가 TCP 패킷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도 UDP, ICMP 등을 포함한
다.
[표 7] 프로토콜별 패킷량
[Table 7] Packet statistics for each protocol
프로토콜

패킷량

비율(%)

PPP Link Control Protocol

148

0.98878

DNS

521

3.48076

TCP

7325

48.93773

SMTP

6645

44.39471

HTTP

6

0.04009

SSL

6

0.04009

ICMP

6

0.04009

Etc(NetBIOS Name Service)

311

2.07777

Total

14,986

100

UDP

TCP

[그림 14]는 시간 흐름에 따른 프로토콜별 패킷량을 나타낸 것이다. 2 시간동안 발생한 트래픽 중
에서 초반 40초~110 초 사이에서 2개의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때문에 트래픽량이 급증한다. 후반
6940초를 전후에서는 다른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TCP 트래픽량이 증가하고, 이후 2개
의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때문에 또다시 트래픽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 시간 흐름에 따른 프로토콜별 패킷량
[Fig. 14] Number of packets for each protocol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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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방안
4.1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의 특징
보안이 취약한 메일 서버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메일 전송을 허용할 경우 스패머들은 스
팸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게 되며, 이를 스팸메일 릴레이라 한다. 또한 스팸메일 릴레이
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은 스팸메
일 릴레이를 이용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 수신 메일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메일 서버 탐색을 수행
- 메일을 전송할 때 임의의 포트 번호를 통해 수신 메일 서버의 25번 포트로 접속
- 자신을 복제한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
- 탐색한 수신 메일 서버로 직접 접속하여 스팸메일을 전송

4.2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스팸메일 발송 탐지 및 차단 프레임워크는 앞서 기술한 악성코드 특징을
바탕으로 감염된 시스템에서 악성코드가 비정상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때 이를 탐지하고 차단
하는 것이다. [그림 15]는 악성코드가 발송한 스팸메일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스팸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최초 탐지 시점은 시스템이 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메일 서버의 25
번 포트에 접속할 때이다.

[그림 15] 스팸메일 발송 탐지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Fig. 15] Framework for outbound spam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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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악성코드의 행위 탐지와 스팸메일 특징 탐지 두 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악성코드의 행위 탐지에서는, 메일 서버 탐색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며, 호스트 내에서 이루어진다. 악성코드가 수신 메일 서버로 직접 접속하기 위해 가능
한 메일 서버를 수시로 찾는 DNS look-up 의 유무를 검사하는 Checking Mail Server DNS
look-up

과정이 있다.

악성코드가 주기적으로 탐색하는 메일 서버에는 smtp.server.com,

mail.server.com, ns.server.com, mx1.server.com 등이 있다. 두 번째로 탐색한 수신 메일 서버에 접
속할 때 25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5번 포트에 접속하는지를 탐지하는 Checking 25 Port
Connection 과정이 있다. 이렇게 악성코드가 DNS look-up 을 사용하여 메일 서버를 탐색하고 25번
포트에 접속하는 행위가 탐지되면 코릴레이터(Correlator)로 보고하게 된다.
악성코드의 행위 탐지 이외에도, 스팸메일 특징 탐지는 다음과 같은 스팸메일의 특징에 기반을
두고 실행된다.
-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하여 발송
- 발송자 이메일 주소를 위조 및 변조하여 이메일 발송
본 논문에서의 스팸메일로 전파되는 악성코드는 항상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하여 발송하며
한정된 종류의 발송자 이메일 주소로 변조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메일의 내용과 변조된 발송자의 주소를 검사하여 스팸메일 탐지와 차단을 돕는 Inspecting
Sender Address 과정과 Inspecting Mail Contents 과정을 포함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악성코드의 행위와 스팸메일의 특징을 검사하여 결과값을 코릴레이터에
보고하면, 코릴레이터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비교와 확률 계산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임
계치(Threshold)와 비교하여 산출된 값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 감지기(Detector)로 결과를 전송
함으로써 스팸메일 발송을 탐지하고 네트워크 단, 즉 방화벽에서 스팸메일을 차단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동적 분석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에 첨부되어 전파되는 악성코드가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는 행위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내 행위 분석을 통해 파일, 레지스트리의 변화를 관찰 및 분
석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이용되는 프로토
콜, 통신 대상과 내용, 각종 패킷량 등 외부와 통신하는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악성코
드가 시스템에서 실행되면 스팸메일 발송을 위하여 시스템의 파일, 레지스트리 등을 변경시키고
메일 서버에 주기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면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악성코드가 스팸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들을 분석하는
악성코드 행위 탐지와 스팸메일에 내포된 특징을 통해 탐지하는 스팸메일 특징 탐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약 악성코드가 비정상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임계치
(Threshold)를 넘는 비정상 행위와 트래픽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탐지하고 경고함으로써 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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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에는 스팸메일 릴레이를 사용하는 스팸메일 발송 악성코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역시 탐
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한 후 실제로 구현하고자 한다.

5. 사사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IT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였음.[KI001862, 자가복구형 네트워크 보안품질 보장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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