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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분산 서비스거부(DDoS)공격과 같은 네트워크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오는 도구들이 다양해짐
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경우를 사전에 탐지하는 경우와 URL 다운로더를 통해 사
전에 의심 되는 URL 에 접속하여 대비하는 것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수집
되는 악성코드의 정보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능을 연동하여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IMCOS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정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관해 제시한다. 호스트 가상화를 이용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구축 및 실험하
였고 수집된 악성코드를 바탕으로 가능한 악성코드 공격에 적극적으로 탐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Due to a diversity of attacks which cause system freezing or low performance network such as DDos attacks,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system and network security are rapidly increasing. Until now, in order to solve this
kind of network security problems, most security systems provide limited services for specific attacks in the case of
detecting malicious codes or accessing to suspicious URL through an URL downloader in advance. It results in
difficulty of integrated and appropriated solutions as information of collected malicious codes from two different
systems is partial and limited.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Malicious COde collection and monitoring
System(IMCOS), which gathers malicious codes by two above functions, analyze the codes integratedly and manage
the results efficiently. As a proof of concept, the proposed system has been implemented using host virtualization.
The result of collected information over the system increases the chance of defense against possible malicious code
attacks.
key words
malicious code, network security, resource virt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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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악의적
인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받고 있다.
일례로 보안에 취약한 시스템을 통해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경우와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다운받아지는 경
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경우를 사
전에 탐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을 갖추어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을 수집하고
탐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사용빈도 또한 증가하
고 있다[1].
취약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허니팟이라
는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국 MIT대학의 데이비
드 클록 (David Clock) 교수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단계에 있다
[2]-[3]. 또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허니팟 연합을
결성하여 브라질 인터넷 공간에서 시작된 악성 행
위를 식별하고, 식별된 악성 행위들을 해당 네트워
크 관리자에게 공지하기 위해 분산 허니팟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에서 2001년부터 취약한 호스트에서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연구를 허니팟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 정보 진
흥원(KISA)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다양한 공격
기법을 수집, 분석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허니팟
(HoneyPot)을 구축해왔다[4]. 또한 인터넷침해사고대
응지원센터(KISC)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니넷
(HoneyNet) (다수의 허니팟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을
사용해 개인정보 침해공격과 웹서버 해킹 등을 검
출하고 있다[5].
두 번째 유형은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 할
시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형태로 언제 어떻게
악성코드가 받아지는지 인식할 수 없다. 사용자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다운받
아지고 악성코드가 있는 해당 웹 사이트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과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URL다운로더를 통해
사전에 의심 되는 URL에 접속하여 대비 할 수 있
다. URL 다운로더 기반의 악성코드 수집은 취약점
을 통해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능동적
으로 악성코드 수집을 할 수 있다. 의심이 되는
URL에 접속하여 악성코드가 다운 받아지도록 함으
로써 사용자가 접속하기 전에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웹 사이트임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다[6]. 국제적으
로 이러한 기능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허니몽키가 있다. 실시
간 웹 순시 시스템인 허니몽키는 의심이 되는 URL
에 대해서 브라우저 창을 띄우고 수분 간 대기하도
록 하는데, 대화상자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도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브라우
저의 임시 폴더에 저장되는 실행파일을 감지하고
이것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7].
이 두 방식의 연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 두 기능을 연동하여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할 경우 각각의 장
점을 살려서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이 두 방식을 연동하여 악성코드를 수집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한 호스트
를 통해 악성코드를 수집, URL 다운로더를 통한 악
성코드 수집과 이 두 방식으로 수집된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종류의 악성코드를 수집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2가지
방식의 설계 및 구현과 모니터링 시스템 (IMCOS :
Integrated Malicious COde collection and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고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술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설계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
구현에 대해서 기술하며, 4장에서는 실험 분석결과
에 대해서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IMCOS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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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IMCOS는 취약한 호스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확산되는 악성코드를 수집하
는 기능, URL 다운로더를 이용하여 웹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기능과 악성코드 수집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자세한 기능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organization

2.1 취약한 호스트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기능
일반적으로 웜들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
점이나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전파된다. 또한 인터
넷 웜들은 네트워크 스캔을 통해 취약한 서비스 프
로그램을 사용 중인 서버들을 찾아 공격한다. 취약
한 호스트는 의도적으로 취약한 윈도우 시스템의
조건을 갖추어 일부러 취약점을 드러내어 웜들의
공격을 받는다. 이때 시스템을 통과하는 모든 패킷
을 감시하여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을 수집한다.
취약한 호스트 기반의 악성코드 수집 시스템은 의
도적으로 웜들에게 취약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서 마
치 실제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역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압축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매일 전송한다.

2.2 URL 다운로더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수
집하는 기능
인터넷상의 동적으로 생성되는 웹 페이지에 악의
적인 사용자가 만든 HTML 태그나 스크립트가 포
함될 수 있다. XSS(Cross Site Scripting)는 웹 애플리
케이션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악의적인 데이터를 받
아들일 때에 발생할 수 있다. XSS스크립트가 삽입
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이트를 접속하면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실행파일들이 다운로드 되고 파일
이 실행되어 사용자의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다. 따라서 URL 다운로더를 통해 수백만 개의 악성
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미리 접
속하여 그 실행 파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도
록 한다. 취약한 호스트 기반의 악성코드 수집 시스
템과 비교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각 국가에 있는
웹 서버의 URL에 접속하여 파일들을 수집하는 시
스템으로써 각 국가별 수집현황을 따로 관리 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압축하여 매일 모니터링시스템
에 전달된다.

2.3 악성코드 수집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용자가 취약한 호
스트 기반으로 수집 된 악성코드와 URL 다운로더
로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한다. 취약한 호스트와 URL다운로더를 통해
악성코드가 수집 및 압축된 결과를 전달받아 압축
해제과정, 파일 정보추출 과정, DB입력과정을 거쳐
1일 단위로 취약한 호스트 샘플 테이블과 URL 샘
플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따라서 사용
자가 원하는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취약점 수
집결과 혹은 URL 다운로더를 통한 수집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파일이름과
파일 수집 시간 및 MD5값이 있다. MD5값은 정기
적인 시간마다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사하여 악성코
드 샘플을 특정폴더로 이동 시킬 때 자료의 무결성
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MD5값은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받아, 128비트짜리 고정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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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값을 내는 것으로 파일마다 고유한 값을 가
진다. 또한 수집된 결과의 주간, 월간 기간별 검색
도 가능하다. URL다운로더를 통한 수집결과는 막대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를 통해 국가별 현황 및
통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모니터링
시스템 참조)

Ⅲ. IMCSOS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의 구현은 HOST PC와 두 GUEST PC
의 관계, GUEST PC 구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현
으로 이루어진다. GUEST PC 구현 시 Microsoft
Virtual PC 2007를 사용한다. Virtual PC 는 표준 PC
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를 가상으로 구현한다. 그 구
조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IMCOS는 그림 2, 그
림 3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현되어 이
루어지고 위 시스템들을 이용해 악성코드로 의심되
는 파일을 수집하고 탐색한다.

는 최신 보안 패치와 방화벽을 설치한다. Host PC
드라이브에 Virtual PC의 가상 이미지와 관리용 스
크립트를 저장하고 Guest PC에 의해 수집된 악성코
드 샘플을 공유할 수 있는 Sample 폴더를 만든다.
즉, Host PC와 Guest PC는 Sample 폴더를 통해 악
성코드 샘플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관리용 스크립
트에는 Guest PC를 시작 또는 중지시키는 스크립트
와 Guest PC에서 공유폴더로 복사된 악성코드 샘플
에 대해 유효성(PE Validation)을 체크한 후 날짜별
샘플폴더를 압축(archive)하는 스크립트가 있다. 그
리고 Host PC 와 Guest PC가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갖도록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Host PC 는 취약한
호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Guest PC 와 URL을 기반
으로 하는 Guest PC, 두 개의 Guest PC를 가진다.
즉, Host PC 에서는 2개의 Guest PC가 구동된다.

그림 3. Host PC 와 URL 다운로더
Fig. 3. Host PC and URL downloader
그림 2. Host PC 와 Honeypot
Fig. 2. Host PC and Honeypot

3.1 Host PC 환경 구축과 Host PC와 Guest
PC의 관계
Host PC는 그림 2와 그림3의 Host PC 부분과 같
이 Guest PC를 동작시키고 관리한다. 이때 Host PC

3.2 Guest PC(가상머신) 구현
호스트 PC는 취약한 호스트 기반의 Guest PC와
URL다운로더 기반의 Guest PC를 가진다. 다음은
취약한 호스트 기반의 Guest PC와 URL다운로더 기
반의 Guest PC 로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과정을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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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취약한 호스트 기반 악성코드 수집
취약한 호스트 기반의 Guest PC는 그림 2의
Guest PC 부분과 같이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Uppatched Operating
System)악성코드 의심 파일을 수집한다. 또한 수집
된 악성코드의심 파일들의 외부 네트워크 2차 감염
을 방지하기 위해서 Outboud 패킷을 모두 차단한다.
이 Guest PC와 함께 PyCron 스케줄링 프로그램, 시
스템의 멈춤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강제종료
하는 배치파일, 파일 무결성 체크툴(File integrety
Check)이 사용된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호스트 기반의 Guest PC 에서는 프로그램
및 스크립트를 특정 시간에 동작시키기 위해서 스
케줄링 프로그램인 PyCron를 사용한다. 또한 Guest
PC 에서는 악성코드의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서비스들이 예기치 못한 오류를
일이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해당 서비스
가 중지되어 악성코드가 유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의 멈춤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배치파일을 사용한다. 또한 네트워크 공유
를 주기적으로 다시 시작해 주는 배치파일을 사용
하며 시스템 무결성을 체크하여 해당 악성코드 샘
플을 Z드라이브로 복사하는 파일 무결성 체크툴을
사용한다.

3.2.2 URL 다운로더 기반 악성코드 수집
본 연구에서는 URL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 리스
트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때 다운로드 되는 실행파
일들을 샘플폴더에 수집하기 위해 오픈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URL 다운로더는 국가별로 수집현
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의 Sample 폴더에
한국, 중국, 미국, 대만 폴더를 각각 둔다. URL다운
로더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그림 3과
그림 4의 알고리즘을 참조한다.
먼저 win web crawler tool을 이용하여 URL 리스
트를 생성한다. 한국, 중국, 미국, 대만의 seed URL
을 각각 win web crawler tool에 입력하여 국가별로
URL 리스트를 생성한다(1). seed URL은 각 국가별
로 서버가 있는 URL을 의미하고 악성코드가 있을
만한 사이트를 seed URL 로 지정한다. 그런 다음
허니비(honeybee)를 통해 다운로드 되는 실행파일들
을 샘플폴더에 수집하도록 한다(2). 허니비가 실행
되면서 seed URL에서 뽑아진 URL리스트들이 하나
씩 차례대로 인터넷에 접속되고 URL IE crawler 과
정이 진행된다(3). 이것은 XSS를 실행시키기 위한
기능이다. 결과적으로 실행파일(확장자 com, scr,
exe 등을 가진 파일)들이 허니비의 Sample 폴더에
수집되는데 이 때 중복된 파일들은 제거되며 각 국
가별 폴더에 해당 날짜 폴더가 생성된다. 리스트들
의 URL 접속이 끝나면 한국, 중국, 미국, 대만 폴더
안에 오늘 날짜 폴더가 생성되며 수집된 파일들을
허니비의 sample폴더로부터 해당 날짜 폴더로 이동
시킨다(4). 이 폴더는 자동으로 압축 된다. Host PC
의 공유폴더에서 virtual machine의 압축폴더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폴더는 웹서버에 옮겨지고 압축이
풀린 다음 DB에 전달된다.

3.3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그림 4. URL 다운로더 구현 알고리즘
Fig. 4. URL downloader implement algorithm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모니터
링 시스템은 사용자의 로그인을 통해 시작하고 로
그인을 하면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인메뉴 화면을
볼 수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검색
이다. 사용자가 수집된 악성코드 의심파일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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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달력을 이용하여 날짜 별
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취약한 호스트 기
반으로 수집한 악성코드 의심 파일들과 URL 다운
로더를 통해 수집한 악성코드 의심 파일들의 정보
를 수집 날짜별로 검색할 수 있다. 취약한 호스트를
기반으로 한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취약한 호
스트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서 사용자가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악성
코드 수집 총 개수와 함께 악성코드 의심파일에 대
한 이름, 크기, 수집날짜, MD5값을 확인할 수 있다.

악성코드 의심파일은 주간, 월간 검색도 할 수
있고 검색하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한 결
과를 볼 수 있다. URL 다운로더를 기반으로 한 악
성코드에 대한 정보도 URL 다운로더 서비스 항목
으로 들어가서 위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는데 URL
다운로더는 국가별로 악성코드 의심 파일을 수집하
기 때문에 표에 수집국가 속성이 추가된다. 해당 날
짜별로 국가별 악성코드 의심파일 비교 막대차트도
확인 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분석

그림 5.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Fig. 5.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IMCOS는 1개의 HOST PC와 2개의 Guest PC로
구성된다. Host PC는 취약한 호스트를 기반으로 하
는 Guest PC와 URL 다운로더를 기반으로 하는
Guest PC 로 구성된다. 즉, 1개의 Host PC에서 2개
의 Guest PC를 구동시킨다. HOST PC 와 Guest PC
의 사양은 각각 다음과 같다. HOST PC의 OS는
Windows XP Professional이며 두 Guest PC의 가상
OS 또한 Windows XP Professional이다. Host PC 와
Guest PC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IP주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Host PC는 반드시 LAN 카드를 2개 이
상 가져야 한다.

그림 6. 취약한 호스트 기반 악성코드 수집결과
Fig. 6. A malicious code collection from a vulnerable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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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RL 다운로더 기반 악성코드 수집 결과
Fig. 7. A malicious code collection from URL downloaders

학교 내 연구실에 위와 같은 사양의 Host PC와
두 Guest PC를 설치한 후 수집 추이를 지켜보았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취약한 호스트 및 URL다운
로더를 기반으로 악성코드 의심파일들을 얼마나 많
이 수집할 수 있느냐였다. 많이 수집함으로써 분석
전에 악성코드 의심파일들에 대한 수집 및 정보력
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즉, 악성코드 의심
파일들을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집하여 다
양한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취약한 호스트를 기반으로 한
수집은 2009년 3월 한 달간 이뤄졌으며 URL 다운
로더를 기반으로 한 수집은 2009년 3월 20일부터 3
월 26일까지 7일간 이뤄졌다. 공유폴더에 모아진 샘
플들은 압축된 후 DB에 저장된다. 그림 6은 DB에
저장되기 전 Host PC와 Guest PC의 공유폴더에 3월

7일 모아진 악성코드 샘플들이다.
공유폴더에는 총 38개의 악성코드 의심파일이 수
집되었고 이 중 28개는 JPEG, GIF, PNG 이미지파
일, 5개는 CSS(Cascading Style Sheet) 문서, 4개는

JScript 스크립트 파일, 1개는 HTML 문서였다. 3월
7일 파일 수집 결과와 3월 한 달간의 수집결과 또
한 그림 6과 비슷하였는데 수집된 파일의 대부분이
JPEG, GIF, PNG 이미지 파일이었다. 이 파일들은
악성코드로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CSS문서와 JScript
스크립트 파일은 악성코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로
MD5값을 들 수 있다. 수집 정보에 MD5값을 넣은
이유는 악성코드가 취약한 호스트를 공격할 때 여
러 번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MD5값을 통해
어떤 악성코드가 중복적으로 공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수집 된 CSS문서와 JScript 스
크립트 파일들의 MD5값이 중복 된 것을 확인하여
악성코드일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갖게 되
었다.
다음으로 URL 다운로더를 기반으로 한 7일간의
수집결과를 보겠다. URL 다운로더는 국가별로 악성
코드를 수집하기 때문에 국가 간 적절한 스케줄링
이 중요하다. 따라서 IMCOS는 하루 24시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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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시간마다 국가를 번갈아가며 수집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즉, 3시간마다 한번 씩 한국, 중국, 미국,
대만 순으로 수집되도록 스케줄링 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로 충분한 수집결과를 얻으려면 URL 리스트
의 수가 많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10만개의 리스트
를 하나씩 인터넷에 접속하면 400여개의 악성코드
의심파일을 수집할 수 있는데 IMCOS 에서는 국가
별로 각각 10000개 이상의 URL리스트로부터 악성
코드 의심파일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은 사용자가
URL 다운로더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간 후 미국을
선택하고 달력에서 2009년 3월 24일을 선택하여 수
집 정보를 확인 한 결과이다. 총 26개의 악성코드가
미국에서 수집되었고 수집된 악성코드 의심파일들
의 총 개수, 이름, 크기, 수집날짜, MD5 값과 수집
국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3월 20일
국가 별로 수집된 정보를 막대차트로 나타낸 결과
로 한국 6개, 중국 3개, 미국 5개, 대만에서 11개의
악성코드가 수집되었다. 7일간의 각 나라별 수집결
과는 한국이 64개, 중국이 65개, 미국이 92개, 대만
이 51개로 나타났다. 미국이 9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국, 한국, 대만 순이었다. URL 다운로
더를 기반으로 모은 샘플들은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국가별 비교 막대차트
Fig. 8. Comparative chart by nations

표 1 에서는 본 논문과 기존의 악성코드 수집방
식 및 특징을 비교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취약한 호
스트를 기반으로 한 수집과 URL 다운로더를 기반

으로 의심되는 악성코드의 수집이 개별적으로 이루
어졌다. 반면 IMCOS 시스템은 두 수집 방식을 통
합적으로 구축하여 의심되는 악성코드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수집된 악성코드
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표 1. 연구방법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research technics
기존의 연구방법

IMCOS

취약한 호스트 또는 취약한 호스트와
악성코드
URL 다운로더를
URL 다운로더를
수집방식
통한 단편적인 수집 통한 통합적 수집

특징

의심되는
악성코드의 통합적
개별적인 의심되는
수집을 통해 수집력
악성코드의 단순수집
극대화 및 악성코드
정보의 모니터링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한 호스트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기
능, URL다운로더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기능, 악성코드 수집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IMCOS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취약한 호스트기반으로
수집 된 악성코드와 URL 다운로더로 수집된 악성
코드 샘플을 각각 원하는 날짜별로 파일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URL 다운로더를 통해 수집된
악성코드 샘플들은 국가별 검색이 가능하며 막대
차트를 통해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
향후 과제로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
밀 검사 기능, 자동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악성코드
공격 시 실시간 알림 기능, 또한 사용자에게 맞춰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환경에 맞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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