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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키퍼 DB Subscription 소개

2014 DB Subscription 모음

2013 DB Subscription 모음

DB Subscription 모음집



웹키퍼를 사용하시면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6대 국가기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유포파일 
 공유사이트 차단권고' 에서 
 유일하게 추천

'정보통신보안업부규정' 
 최다준수

'차단요청 저작권 침해사이트'  
 모두 차단

'공공기관 차단권장'  
 음란, 폭력사이트 차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내부통제모범규준' 준수

국정원

6대

국가기관의

규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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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키퍼 클라우드에 의한 사이트 분류체계

한국인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검출, 3단계 시스템으로 정확한 분류

1, 시장점유율 1위 제품으로 1,000개 이상 고객사에서 각각의 웹키퍼 센서가 신규사이트를 검출

2. 30명 이상의 분류전문가들이 분류와 검수시스템 3단계를 거쳐 분류 및 검수를 수행

3. 특히 P2P, 웹하드, 음란, 증권, 도박, 게임 등 차단전용 카테고리를 집중 검수

한국인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 검출

웹키퍼 클라우드에 의한 수집 

전국 1,0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각각의 웹키퍼 센서가 

고객사 직원들이 접속한 사이트 중 

DB화되지 않은 신규사이트를 수집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수집) 

키사이트콜렉터에 의한 수집

5대 검색엔진에서 

DB분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 

결과상의 사이트목록을 자동수집

1,000여 고객사 담당자의 

신고에 의한 수집

1,000여 고객사 참여 DB신고사이트

웹키퍼쩜소(www.webkeeper.so)에

의한 수집

미분류 웹사이트 미분류 넷앱스 DB 수집  

CReal(Correct and Real time Classification)시스템으로 분류 및 검수

1차 분류

분류전문가집단 및  

학습 시스템(learning)에 의해서 

자동분류 및 3개월 이상 훈련 받은 

분류전문가집단이 분류

1차 검수

P2P, 웹하드, 음란, 증권, 도박 등 
차단전용사이트 전수검사
18개월 이상 분류전문가로 
활동한 분들 중 검수자 선발 
차단전용사이트는 전수검수, 
허용사이트는 샘플검수 실시

최종검수

1차 검수결과 중 샘플링검수 
3년이상 분류전문가로 
활동한 분들 중 선발 
▶ 최종검수 실시

웹키퍼 웹사이트 DB목록



2014! 더 막강해진 웹키퍼 DB Subscription

1. 암호화 사이트 HTTPs 추가!

1. 특허 출원된 '미러모드에서의 HTTPs 선별 접속 차단 기술' 을 웹키퍼에 접목!

2. 네트워크부하와 인터넷뱅킹 및 기타 HTTPs 기반서비스 접속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IN-OF-PATH 방식 SSL Proxy 대신

미러방식으로 구글, 다음 등 로그인을 위한 HTTPs 접속은 허용하되, 웹메일, 웹오피스 등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높은 

HTTPs 접속은 선별 차단

⊙ 암호화 사이트 HTTPs 목록에 대한 subscription은 웹키퍼 7.0버전부터 지원됩니다  

특허 출원된 웹키퍼만의 OUT-OF-PATH(미러방식)의 HTTPs 선별 차단 기능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tab=mc

구글 로그인 및 캘린더 
서비스 접속은 허용

구글 메일(Gmail) 및 
구글 웹 문서관리 서비스
(구글 Docs) 접속을 위한
HTTPs 접속은 선별 차단

https://mail.google.com/mail/?tab=om#inbox

https://docs.google.com/?tab=co&authuser=0#home

HTTPs 접속 선별 차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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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더 막강해진 웹키퍼 DB Subscription

2. 악성코드 배포 페이지 업데이트 강화!

1. 소만사는 유해사이트차단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방식의) 악성코드배포 페이지 수집, 분석,

배포 인프라를 가진 업체!

2. 1,000여 곳의 고객사에서, 고객사 직원들이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을 실시간/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악성코드배포페이지를 식별

3. 유지보수 계약 고객(웹키퍼 하이부스트 Ver8.0이상)에게는 악성코드 배포 페이지 목록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악성코드DB를 업데이트 하여 Subscription레터를 발송

 [드라이브바이다운로드 공격을 설명한 소만사뉴스레터]

10분만에 악성코드배포사이트 수집 분석 차단 완료! 악성코드 차단 10분 인프라

유해사이트 차단업체 중 유일하게 악성코드 배포페이지 수집, 분석, 배포 인프라 보유

수집단계   ①전국 1,000여개 웹키퍼 센서를 통한 사이트 자동수집 및 ②키사이트콜렉터에 의한 직접 수집(crawling)을 수행

분석단계   ①허니클라이언트 ▶ ②해외 악성코드배포사이트목록&바이러스엔진분석결과와의 비교 

                 ▶ ③악성코드전문가의 분석까지 3단계를 거치게 됨

배포단계   악성코드 배포사이트로 판명되면 고객에게 실시간 배포, 즉시 차단

⊙ 악성코드 배포페이지 목록에 대한 subscription은 웹키퍼 하이부스트버전 8.0에서부터 지원됩니다

 5



G-mail

1



카테고리
암호화통신(HTTPs)

사이트수

상용웹메일 11

웹오피스/웹하드 45

P2P 88

음란 661

도박 74

증권 26

프락시(SSL) 99

메신저 6

원격서비스 13

게임 340

계 1363

G-mail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서비스외검색 구글 DOCS

분류
모든 구글 서비스 

통제정책
검색이외 모든 

구글 서비스 통제정책
G-mail과 구글 독스, 

구글 드라이브만  통제 정책

구글 검색 X O O

G-mail X X X

구글 독스 X X X

구글 드라이브 X X X

기타 구글 로그인서비스 X X O



항목

유해사이트 필터링 장비 

단독 운영방식 

(Mirroring)

HTTPs 프락시연동 방식  비고 

서비스별  차단기능 제공 제공

HTTPs 도메인 / 페이지별 / 계정별  차단 기능 제공 불가 제공

Uploading /downloading 데이터에 대한 

평문접근 가능성
없음 제공 

정보 유출 혹은 악성코드 

유입 분석을 위한 기능 

사생활 위협 없음 존재
ID/PWD등의 민감 내용은  

존재하지 않도록 강제 

네트워크 장애 발생가능성 없음
프락시 다운시 네트워크 

접속이 불가능
Proxy인 경우 H/A구성 필요

네트워크 속도 지연 없음
트래픽과 프락시 성능에 

따른 지연가능성
Proxy인 경우 LB구성 필요 

사용자 PC 설정 변경 작업 필요없음
사용자에게 HTTPs프락시

서버 인증서 설치 필요
인증서 설치는 사내 PMS등 통한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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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zagara.nicena.co.kr/Common/cab/e-TAXZagara.exe/

http://file119.kr/data/program2/Downloader.exe/

http://sda.mistyfrost.com/ect.exe/

http://xia.57cx.com/setupp_b.exe/

http://www.turbopatch.com/down/TurboPatchSetup.exe/

http://www.serobill.net/secutax/cab/SGSecuTaxClient_full.exe/

http://magiccare.net/ver3/app/program/mcsvr.exe/

http://xia.57cx.com/setupp_006.exe/

http://file.nslog.co.kr/bkprog/spon/applus/ezLink/ezLink.exe/

http://box.cr173.com/exe/xixiaddress_58306.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ploom.kr https://www.ploom.kr 

신규 

gggsing.com https://gggsing.com 

hentai-online.fr https://www.hentai-online.fr 

게임 

포켓몬카드게임 https://www.pokemon-card.com 

헨치 https://www.henchonline.com 

하우투서바이브 https://www.howtosurvivethegame.com 

복권_경품_이벤트 나눔로또 https://www.nlotto.co.kr 변경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31 - cloudyvideos.com/

음란물 2,154 - xdada.com/

게임 255 - 4gamer.net/

도박 43 - www.799799.com/

만화,채팅 22 - www.gagachat.zc.bz/

증권사,투자정보 48 2 www.lisa-money.com/

프록시,원격서비스 613 - www.proxite.org/

웹메일 4 - mer66.com/

전자상거래 345 - m.ribbonsidae.com/

커뮤니티 2808 - www.letsgoedmonton.com/

기타 카테고리 1,940 - www.mssono.or.kr/

8,363

11

11 407 8,363 -

407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1.hblt1.crsky.com/download/StormPlayer1.43.0.exe/

http://file.targetkeyword.co.kr/app/newiniweblink/weblinkies.exe/

http://magiccare.net/ver3/app/program/mcsync.exe/

http://jinmoda.tistory.com/attachment/dm299.exe/

http://downcdn1.shgaoxin.net/131231/setup688.exe/

http://cmpsmarter-downloader.maynemyltf.netdna-cdn.com/torntvdownloader4.exe/

http://www.favorite-icons.com/program/bho.exe/

http://www.ammyy.com/AA_v3.exe/

http://www.fcfcokok168.com/cgminer/svchost.exe?ntepms/

http://s3.amazonaws.com/sensedl/sense5.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게임 게임단지안 https://gamedangianviet.com  

신규 
웹하드 

백업피씨파일 https://www.backuppcfiles.com 

엔티아이클라우드 https://www.nticloud.com  

솔리드파일 https://www.solidfiles.com  

프록시 unblockerssl https://www.unblockerssl.com  

도박 Comeon카지노 https://www.comeon.com/ 

구인_구직 제이엠피코리아 https://www.jmpkorea.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44 - www.iutopia.net/

음란물 2,279 - www.milflibre.com/

게임 266 3 www.coregame.co.kr/

도박 68 1 www.sexandthecity-slots.com/

만화,채팅 21 - angelchat.anyting.kr/

증권사,투자정보 54  - open.myasset.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017 - sexyprox.info/

웹메일 127 - www.10minutemail.com/

전자상거래 553 - www.forcebarbara.com/

커뮤니티 2,948 5 nare.me/

기타 카테고리 3,128 40 www.pjump.co.kr/

7,837

10,705

9

20 8,244 19,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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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magiccare.net/ver2/app/program/nhopen.dll/

http://www.customaquariumscr.com/NewYearScr/NewYearScr.exe/

http://blog.jameslephoto.com/

http://cosohainam.xemweb.net/xemweb/xemweb/upload/images/details.html/

http://lshuntertvapp.com/

http://fotoshombreshermosos.com/resources/js/jquery-1.5.1.min.js/

http://down.triplememory.com/triplememory_about.exe/

http://upstat.litepc.co.kr/P/windowconfigdata.exe/

http://update.litepc.co.kr/bin/litepc.exe/

http://www.lge.co.kr/upload/SW_PDS/ChipIntel_v911[0].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게임 
오아시스게임 https://oasgames.com  

신규 
온게이머 https://ongamers.com 

인터넷폰 스카이프 
https://skype.daesung.com 

https://skype.auction.co.kr 

웹하드 스카이드라이브 https://storage.live.com 추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65 - bigtorrent.su/

음란물 3,673 - www.yeptube.com/

게임 263 - www.xcetc.com/

도박 94 - casino358.com/

만화,채팅 44 - www.katalk.kr/

증권사,투자정보 97  - mkstock.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752 - proxydetour.net/

웹메일 8 - www.mdcplus.com/

전자상거래 771 - www.kccnara.com/

커뮤니티 3852 - www.fortrefuge.com/

기타 카테고리 4,247 33 www.snm.org/

26,985

13,996

5

25 35,229 33,064 -



2014.01.20 ~ 01.2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iprotect.kr/TvwSetup_191.exe/

http://update.carelive.co.kr/ysda/careliveu.exe/

http://update.searchcon.co.kr/setup/searchconsetup_pop.exe/

http://update.vaccinewindow.co.kr/vtiewp/blkjfd/vaccinewindowusb.exe/

http://update.certkey.or.kr/update/loadcpd.dll/

http://utilroom.com/down2/file_down.php?u=10-11966_ezcsetup_as33.exe/

http://cafcon.kr/pgm/cafconsetup.exe/

http://adforce.kr/adforce.php/dlawhdtn_adforce.exe/

http://0068421.netsolhost.com/rqcjWNA.exe/

http://down.autodefend.co.kr/app/partner/AutoDefend_mouse3.exe/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46 3 www.gogopang.kr/

음란물 3,353 3 www.javparadise.net/

게임 232 - www.soupk.com/

도박 590 2 www.casinos-online.asia/

만화,채팅 26 1 www.s79.co.kr/

증권사,투자정보 93  - www.winnertrader.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682 - www.pdproxy.com/

웹메일 178 - webmail.aonecustoms.com/

전자상거래 1,289 - www.lohya.com/

커뮤니티 3,157 1 www.bnyes.com 

기타 카테고리 4,633 14 www.ppsa.org/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게임 

던전앤파이터 328

차단검증완료 

엘소드 249

스페셜포스2 42

미르의 전설3 2

사이퍼즈 2

바람의 나라 245

메신저 네이버 라인 2

원격 
로그미인 1

팀뷰어 2

18,934

830

14,379

25 54,163 47,443 830



2014.01.27 ~ 01.29

악성코드배포페이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44 -　

음란물 3,006 -　

게임 81 -　

도박 445 -　

만화,채팅 12 -　

증권사,투자정보 58 -　

프록시,원격서비스 5,560 -　

전자상거래 574 -　

커뮤니티 1,859 -　

기타 카테고리 2,324 1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게임 던전앤파이터 1

차단검증완료 
파일공유 

쏘디스크(구 엔피) 1

위디스크 1

큐파일 1

10,920

4

14,063

25 65,083 61,506 83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www.gaydar.co.uk  

신규 

www.newzealandgirls.co.nz  

www.senzuri.jp  

www.takara-tv.jp  

도박 www.winadaycasino.eu  

전자상거래 아마존닷컴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02  -

음란물 2,601 2

게임 187  -

도박 1,728  -

만화,채팅 7  -

증권사,투자정보 42  -

프록시,원격서비스 844  -

전자상거래 271  -

커뮤니티 1,568  -

기타 카테고리 3,363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네이버 라인 60 차단검증완료 

30,028

60

10,713

6

31 95,111 72,219 894



2014.02.10 ~ 02.1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www.mikandi.com 

신규 

www.bamdae.com  

www.itaboo.com  

www.dubaiangels.com  

게임 던게이트  

프록시 
proximize.me  

vpndeluxe.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699 1

음란물 　 2

게임 77  -

도박 529  -

만화,채팅 2  -

증권사,투자정보 28  -

프록시,원격서비스 3 1

전자상거래 346  -

커뮤니티 349  -

기타 카테고리 6,871 4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KB투자증권 102 차단검증완료 

8,684

102

9,904

18

49 103,795 82,123 89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www.bwin.com  

신규 

www.chaturbate.com  

www.cityvibe.com 

www.xhamster.com  

프록시 

www.torproject.org  

www.proxy.sh  

www.proxybig.net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70  -

음란물 2,450  -

게임 39 1

도박 198 1

만화,채팅 2  -

증권사,투자정보 54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61  -

전자상거래 186 1

커뮤니티 411  -

기타 카테고리 3,499 1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웹메일 네이버 대용량 메일 쓰기 100 　

원격 로그미인 2 　

파일공유 클럽포스 1 　

425

104

6,970

12

61 104,220 89,093 1,26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www.digitalplayground.com  

신규 

www.luscious.net  

www.theteenboy.com  

www.15cams.com  

웹메일 

한국 메일  

온라인포스트  

아이데브메일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23 60

음란물 4,410 1

게임 25  -

도박 8  -

만화,채팅 9 1

증권사,투자정보 86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1,140  -

전자상거래 699  -

커뮤니티 3,049  -

기타 카테고리 4,451 79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네이버라인 11 　

증권 
하이투자증권WTS 1 　

LIG투자증권 1 　

3,706

13

14,100

10

71 107,926 103,193 1,275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프록시 

www.ssltunnel.net  

신규 

www.proxymesh.com  

www.zenmate.io 

www.domainunblocker.com  

www.webproxy.li  

www.utopianpal.com  

웹오피스 Microsoftoffice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26 7  

음란물 4,387 1  

게임 29  -

도박 316  -  

만화,채팅 12 1  

증권사,투자정보 91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1,011 6

전자상거래 620 1  

커뮤니티 1,642 1  

기타 카테고리 3,437 28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우회접속 SPDY 프록시 1 　

7,733

1

11,771

64

135 115,659 114,964 1,27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도박

www.1777.com

신규

www.betclic.fr

www.betcoin.tm

www.ssz008.com

www.vinbet.com

www.actualcasino.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05 4

음란물 1,735 1

게임 205  -

도박 57 1

만화,채팅 22  -

증권사,투자정보 96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620  -

전자상거래 966 5

커뮤니티 1,621 3

기타 카테고리 3,551 28

31,138

9,078

9

144 146,797 114,964 1,27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게임

게임파이브

신규

배틀필드포

드레곤네스트

음란
www.xcams.com

www.yande.re

프록시
www.fishproxy.com

www.guvenli.ml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68  -

음란물 3,731  -

게임 128  -

도박 770  -

만화,채팅 17  -

증권사,투자정보 46 22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1,956  -

전자상거래 775 1

커뮤니티 2,133  -

기타 카테고리 3,115  -

25,671

12,839

29

173 172,468 136,881 1,289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게임

카오스영웅온라인

신규

슈퍼매치

히하게임

음란 유클라우드 오피스

웹하드 야머

- Microsoft 오피스365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44  -

음란물 6,080  -

게임 150  -

도박 166  -

만화,채팅 36  -

증권사,투자정보 78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618  -

전자상거래 525  -

커뮤니티 1,875 1

기타 카테고리 4,179 7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쿨메신저 1 　

파일공유

텐센트 2 　

바이두 2 　

치우360 6 　

10,814

13

13,951

16

189 183,282 150,832 1,30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allgayart

신규

hotwifetoybox

mood-pictures

shockspot

도박 digibet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55  -

음란물 2,333  -

게임 44  -

도박 15  -

만화,채팅 19  -

증권사,투자정보 180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567  -

전자상거래 548  -

커뮤니티 1,825  -

기타 카테고리 4,888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스카이프 1,020 　

AOL 1 　

파일공유

웹하드_Mega 5 　

쏘디스크 1 　

위디스크 1 　

23,312

1,028

10,574

13

202 206,594 161,406 2,330



2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웹하드
센드애니웨어 https://send-anywhere.com/

신규
파이날폴더 https://finalfolder.com/

웹메일 윈도우라이브메일 *.mail.services.live.com

프록시 토르프로젝트 https://www.torproject.org/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14 1 judaq.co1.kr/

음란물 4,318 2 www.auntykathy.com/

게임 48  - gmbox.ru/

도박 17  - livegamebet.com/

만화,채팅 16 2 rolejjang.com/

증권사,투자정보 151  - www.myssing.com/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552 1 59.7.254.96/

전자상거래 569  - asill.kr/

커뮤니티 2,173  - mglclub.com/

기타 카테고리 5,399  - mongolkorea.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IP/Port) 비고 

증권 E-Trade증권 2

31,274

2

13,457

5

207 237,868 174,863 2,33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adultavenuedvds

신규
adulttoys4u

akibacom

atrevidasca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30  -

음란물 3,545 1

게임 214 1

도박 76  -

만화,채팅 31  -

증권사,투자정보 67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286  -

전자상거래 328  -

커뮤니티 970  -

웹메일, 임시저장 7

기타 카테고리 2,852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IP/Port) 비고 

증권 유진투자증권 1

20,994

1

8,499

7

214 258,862 183,362 2,33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

bdsmlr

신규
bojkot

camgirlserotica

moystoys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99 2

음란물 3,588 1

게임 29 1

도박 84  -

만화,채팅 6  -

증권사,투자정보 311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618 1

웹메일 76  -

전자상거래 1,149  -

커뮤니티 965  -

기타 카테고리 6,376 19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IP/Port) 비고 

증권 한국투자증권 1

웹하드 레노버 클라우드 1 신규

20,994

2

13,325

12

226 279,856 196,687 2,335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프록시

chrisproxy

신규
proxysite

unblocksurfproxy

웹하드 폴라리스오피스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50  -

음란물 2,230  -

게임 176  -

도박 207  -

만화,채팅 21  -

증권사,투자정보 67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21  -

웹메일 6  -

전자상거래 1,400  -

커뮤니티 290  -

기타 카테고리 4,173 1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IP/Port) 비고 

파일공유 짱파일, 티플, 파일조 19

신규우회접속 Hide IP Easy 1

원격제어 ANYVCS 1

21,547

21

8,741

4

230 301,403 205,428 2,35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프록시 메가프록시 신규

웹하드
렛잇비트

쉐어파일

증권 동부증권

※ 동부증권 홈페이지 기본 접속 모드가 HTTP에서 HTTPs 로 변경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 P2P 101  -

음란물 1,040  -

게임 580  -

도박 134  -

만화,채팅 18  -

증권사,투자정보 63  -

프록시,해킹,원격서비스 183  -

전자상거래 1,054  -

커뮤니티 1,415 1

기타 카테고리 3,411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IP/Port) 비고 

우회접속 오페라 오프로드 1 신규

33,588

1

7,999

4

234 334,991 213,427 2,357





악성코드배포페이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89 - www.haoleyy.com/

음란물 207 - www.japaneseteenslut.com/

게임 35 - www.airportcitygame.com/

도박 10 - www.988scs.com/

만화,채팅 6 - comics.lottorich.co.kr/

증권사,투자정보 58 - beta.daishin.co.kr/

증권매매(WTS) 0 - - 

프록시,원격서비스 11 - headico.com/

웹메일 18 - mail.yahoo.co.uk/

전자상거래 518 - www.bybrown.com/

커뮤니티 1,694 - www.megasity.com/

기타 카테고리 2,962 - www.junginfood.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4

SK증권PRIDEN메신저 1

야후메신저 255

화랑이메신저 2

Ivymessenger, 신한굿아이메신저, 넷미팅 카테고리 삭제 

AOL, CHECK 메신저, FB메신저, Google Talk, IBK바로메신저, ICQ,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하이웍스메신저, 한게임톡

차단검증 완료

파일공유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

디스크온, 에이드라이브,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ipop_ping, 웹하드_tcloud, 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큐파일, 

클럽박스/피디박스 

262

5,608

2,936

5,608 262 2,93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76 -

음란물 414 -

게임 109 -

도박 44 -

만화,채팅 25 -

증권사,투자정보 82 -

증권매매(WTS) 0 -  

프록시,원격서비스 11 -

웹메일 16 -

전자상거래 677 -

커뮤니티 3,906 -

기타 카테고리 3,302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Clubfos (IP/Port) 

Diskpump 3

엔피 2

웹하드_디스크팝 19

위디스크 256

하드모아 510

증권 우리선물 1

게임 

Dekaron 1

Flyff Online 1

RF온라인 1

군주온라인 1

드래곤네스트 1

드래곤볼온라인 2

러브비트 2

마비노기 1

메이플스토리 1

바람의나라 1

사이버오로바둑 1

파일공유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하이웍스, 짱파일, 파일노리, 
프리챌파일구리, 하이디스크 차단 

검증 
완료 증권 

HMC투자증권,KR선물, LIG투자증권, NH농협선물,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외환선물, 유진투자선물, 
유화증권, 하이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현대선물 

8,662

2,105

14,270 1,075 5,041

81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64 - 

음란물 245 - 

게임 48 - 

도박 116 - 

만화,채팅 16 - 

증권사,투자정보 136 - 

증권매매(WTS) 47 -  

프록시,원격서비스 5 - 

웹메일 7 - 

전자상거래 994 2

커뮤니티 3,496 - 

기타 카테고리 3,903 13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

한맥/한양증권 

410

파일공유 
웹하드_dropbox 4

토마토팡 12

원격제어 Pcany 1

게임

던전앤파이터, 라그나로크, 미르의전설2, 미르의
전설3, 블레이드앤소울, 아이온, 엘소드, 일랜시
아, 카발온라인, 프리우스온라인, 피파온라인2

13

천리안바둑
카테고리

삭제

증권 
E-Trade증권,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삼성선물,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토마토팡, 웹하드_dropbox 

원격제어 
ANYVCS, NateOn(내PC제어), TeamViewer, Windows Terminal, 
ZOOK, LG유플러스 네트로, 미스터온LG유플러스 네트로, 미스터온 

우회접속  Anyvpn,  DogHole,  HTTP Tunnel,  RealTunnel,  Sconnect, PVPN 

게임 

StarCraft, worldofwarcraft, 거상, 네오스톤, 디아블로3, 리그오브레전드, 
리니지, 리니지2, 마구마구, 서든어택, 슈퍼인터바둑,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 알투비트, 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 컴바둑, 

크레이지아케이드, 포트리스2, 프리스타일, 한게임테트리스 

9,030

726

23,300 1,518 5,767

44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66 1

음란물 519 - 

게임 55 - 

도박 18 - 

만화,채팅 10 - 

증권사,투자정보 129 1

증권매매(WTS) 3 -  

프록시,원격서비스 20 1  

전자상거래 707 4

커뮤니티 866 - 

기타 카테고리 3,408 1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비고

원격제어 

LogMeIn 510

신규 
넷앱스 
추가 

애니서포트 1

ezhelp 3

파일공유 

파일조 1

파일독 10

미투디스크 1

투투디스크 255

게임 아키에이지 2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2
차단 
검증 
완료 

원격제어 
오렌지리모트 1

RemoteCall 3

증권 대신증권/크레온 

5,802

699

29,103 2,307 6,466

789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2P_Warez 파일조 www.filejo.com/ 신규 

P2P_Warez 
디스크팝, 디스크펌프, 럭키월드, 빅파일, 쉐어박스, 온디스크, 

위디스크, 파일노리, 프루나 
차단 
검증 
완료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증권사 NH농협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애플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선물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0 - 

음란물 292 - 

게임 61 - 

도박 13 - 

만화,채팅 5 - 

증권사,투자정보 147 - 

증권매매(WTS) 0 -  

프록시,원격서비스 16 - 

웹메일 13 - 

전자상거래 751 - 

커뮤니티 2,361 - 

기타 카테고리 3,090 3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AOL 1

차단 
검증 
완료 

Google Talk 2
Unitel 메신저 1

교보증권메신저 1
네티앙-엑셀메신저 1
다이얼070플러스 1

파일공유 e-donkey 1

메신저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저, IBK바로메신저, NATE메신저, 
SK증권 PRIDEN메신저, ThinkPool, cybosmessenger(대신증권), imTEL, msn, 

넷마블메신저,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야후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하이웍스메신저, 한게임톡, 화랑이메신저 

파일공유

Clubfos, diskpump, 럭키디스크, 미투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
온, 에이드라이브,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ehard, 웹하드_ipop_ping, 
웹하드_ucloud,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

팝,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 위디스크, 짱파일, 
큐파일, 투투디스크,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하드모아, 하이디스크 

911

8

6,769

1

1 7,377 35,87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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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원격서비스 

로그미인

신규

리모트뷰 

미스터온 

알서포트 

전자상거래_경매 
11번가

CJ오쇼핑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60 -

음란물 222 -

게임 30 -

도박 18 -

만화,채팅 4 -

증권사,투자정보 114 -

프록시,원격서비스 4 -

웹메일 9 -      

전자상거래 882 -

커뮤니티 5.91 -

기타 카테고리 3,375 6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네이버 LINE 1

차단 
검증 
완료 

야후메신저 255

파일공유 

웹하드_dropbox 1

웹하드_tcloud 3

클럽박스/피디박스 2

토마토팡 1

게임 

Dekaron 200

Flyff Online 2

군주온라인 1

네오스톤 38

던전앤파이터 1

라그나로크 255

마구마구 2

미르의전설2 1

325

769

10,628

50

51 7,706 46,499 3,08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81 - 

음란물 284 - 

게임 344 - 

도박 33 - 

만화,채팅 7 - 

증권사,투자정보 12 - 

증권매매(WTS) 0 -  

프록시,원격서비스 42 - 

웹메일 14 - 

전자상거래 761 - 

커뮤니티 4,648 - 

기타 카테고리 3,720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Diskpump 1

차단 
검증 
완료 

웹하드_다이하드 1

위디스크 1

게임게임 아키에이지 2

게임 

엘소드 2

일랜시아 1

카발온라인 1

타이젬/조이바둑 2

프리스타일 1

피파온라인2 1

파일공유 Clubfos, 에이드라이브, 웹하드_디스크팝, 하드모아 

원격제어 
ANYVCS, LogMeIn,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TeamViewer,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pcany, LG유플러스 네트로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RealTunnel, Sconnect, PVPN

게임 
RF온라인, StarCraft, worldofwarcraft, 서든어택, 슬러거, 아바, 알투비트, 

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 컴바둑, 크레이지아케이드, 포트리스2, 
프리우스온라인, 한게임테트리스 

1,619

13

9,946

51 9,325 56,445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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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전자상거래_경매 티몬 

신규
뉴스 

MBN

매일경제 

서울신문

쿠키뉴스

proxy
my-proxy

primeproxy11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64 - 

음란물 568 - 

게임 61 - 

도박 40 1

만화,채팅 16 - 

증권사,투자정보 83 - 

웹메일 9 - 

전자상거래 494 -                                       

커뮤니티 8,687 - 

기타 카테고리 3,906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메리츠증권 1 차단
검증
완료

E-Trade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R선물,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맥투자증권 

1,015

1

13,931

53

104 10,340 70,376 3,098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구인_구직 잡코리아 

신규 
인터넷금융 

현대카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13 2

음란물 126 -

게임 52 -

도박 25 -

만화,채팅 18 -

증권사,투자정보 85 -

증권매매(WTS) 1 -  

프록시,원격서비스 6 -

웹메일 20 -

전자상거래 744 -

커뮤니티 8,726 -

기타 카테고리 4,578 2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동부증권 3

차단 
검증 
완료 

하이투자증권 12

NH투자증권 2

우리선물 1

증권 
KTB투자증권, NH농협선물, SK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신영증권, 아이엠

투자증권, 유화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삼성선물, 
한국투자증권 

155

18

14,494

12

126 10,445 84,870 3,11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증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신규 

P2P_Ware 토렌트알지 

웹하드 웹하드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YTN

전자상거래_경매 GS SHOP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313 30  

음란물 2691 - 

게임 257 - 

도박 43 - 

만화,채팅 20 - 

증권사,투자정보 87 8  

프록시,원격서비스 39 - 

웹메일 6 - 

전자상거래 963 - 

커뮤니티 2701 - 

기타 카테고리 3,256 3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하나대투증권 4

차단 
검증 
완료 

동양종합금융증권 450

미래에셋 4

유진투자선물 2

메신저 

AOL 1

야후메신저 3

정보화마을메신저 1

한게임톡 2

증권 
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

토러스/한맥/한양증권,대신증권/
크레온,외환선물,우리투자증권/티엑스,유진투자증권,키움증권,현대선물,현대증권

메신저

CHECK 메신저,DAUM마이피플(PC),FB메신저,IBK바로메신저,ICQ,
NATE메신저,SK증권PRIDEN메신저,ThinkPool,Unitel 메신저,

cybosmessenger(대신증권),imTEL,msn,교보증권메신저,네이버 LINE,
네티앙-엑셀메신저,넷마블메신저,다이얼070플러스,미스리,

삼성POP메신저,세이클럽타키메신저,하이웍스메신저,화랑이메신저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RealTunnel, Sconnect, PVPN

134

467

10,376

24

151 10,589 95,246 3,58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2P_Warez
애플파일 

신규 

예스파일 

뉴스_신문_시사_
경제정보지

중도일보

강원일보 

전자상거래_경매 원어데이 

게임 게임조선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06 - 

음란물 6,581 -  

게임 67 - 

도박 32 - 

만화,채팅 13 -  

증권사,투자정보 123 -  

프록시,원격서비스 83 -  

웹메일 11 -  

전자상거래 1,121 -  

커뮤니티 4,259 -  

기타 카테고리 3,708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2

차단 
검증 
완료 

유진투자선물 1

유진투자증권 4

키움증권 1

게임 

RF온라인 1

군주온라인 1

던전앤파이터 5

증권 

E-Trade증권,HMC투자증권,IBK투자증권,KB투자증권,KR선물,
KTB투자증권,LIG투자증권,NH농협선물,NH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대우증권,동부증권,동양종합금융증권,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미래에셋,부국증권,삼성선물,신영증권,외환선물,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한맥투자증권,현대선물,현대증권,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우리선물,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게임  
Dekaron,Flyff Online,RF온라인,StarCraft,worldofwarcraft,거상,군주온라

인,네오스톤,던전앤파이터,드래곤네스트,드래곤볼온라인,디아블로3,
라그나로크,러브비트,리그오브레전드,리니지 

155

15

16,104

13

164 10,723 111,350 3,598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2P_Warez 티플 

신규 

음란물 www.dankon.tv/

구인_구직 커리어 

인터넷금융 비씨카드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뉴스한국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59  - 

음란물 485 - 

게임 175 21

도박 26 - 

만화,채팅 33 - 

증권사,투자정보 46 - 

프록시,원격서비스 4 - 

웹메일 7 - 

전자상거래 552 2

커뮤니티 4,729 - 

기타 카테고리 3,308 1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60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Clubfos,e-donkey,겜플,럭키디스크,미투디스크,본디스크,빅하드,
쉐어박스,알툴바-디스크온,엔피,웹하드_2ndrive,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웹하드_ipop_ping,웹하드_tcloud,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웹하드_webhard(데이콤),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웹하드_에버노트,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위디스크 

283

60

9,424

19

183 11,006 120,774 3,658



4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bbbmq.com/mz.exe/

http://www.topclick.kr/down/NM_code10.exe/

http://down.signkey.co.kr/_file/ie_signkey.exe/

http://down.pcdrplus.com/setup/Setup_PCDrPlus.exe/

http://yucherrypl.tistory.com/attachment/hk4.exe/

http://70.39.88.42/add.exe/

http://fanwink.com/dutch/mi/svv.exe/

http://bananacraft.org/school/BOT.exe/

http://up.winerset.com/utilspace/121205/NM_code07.exe/

http://www.daemon-tools.kr/app/DTLite4461-0331.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2P_Warez 에어파일 https://www.airfile.co.kr/

신규 

웹하드 WeTransfer https://www.wetransfer.com/

게임 조이시티 https://www.joycity.com/

전자상거래_경매 인터파크 https://www.interpark.com/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이뉴스투데이 https://www.enewstoday.co.kr/

구인_구직 인크루트 https://www.incruit.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90 2 www.kiwidisk.co.kr/ 

음란물 435 1 lovehara.com/

게임 167 - game.qidian.com/

도박 46 - doubleucasino.com/

만화,채팅 20 - www.twitchtvchat.com/

증권사,투자정보 95 - www.daegustock.com/

프록시,원격서비스 75 - proxybuss.com/ 

웹메일 12 - mail.dramatour.co.kr/ 

전자상거래 832 - www.sizrushop.com/ 

커뮤니티 6,017 1 www.monashclubs.org/ 

기타 카테고리 3,677 191 www.minfood.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diskpump 1

차단 
검증 
완료 

웹하드_토토디스크 4

짱파일 3

토마토팡 1

파일공유 
큐파일,클럽박스/피디박스,투투디스크,에이드라이브,파일노리,파일독,

파일조,프리챌파일구리,하드모아,하이디스크 

291

9

11,466

10

193 11,297 132,240 3,667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update.speedupgrade.co.kr/bin/speedupgrade.exe/

http://update.vaccinelite.co.kr/setupa/vaccinelitesetup_pop2.exe/

http://down.3lsoft.com/0327/setup_190.exe/

http://precise.tistory.com/attachment/cfile7.uf@0311B34D51232C40385097.exe/

http://180.67.207.220/common.exe/

http://dl01.socdn.com/n/2.2.61.2/5741917/msnmessenger.exe/

http://www.antconverter.com/download/flvtoswfconverter.exe/

http://sub.openkeyword.co.kr/opapp/bogo1/OKSetup.exe/

http://27.255.69.124/cbgent.exe/

http://app.upline.kr/install/v2/enumve1.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채팅 카카오톡메신저 - (넷앱스)

신규 

게임 우리게임 https://www.wegames.net/
P2P_Warez 지오파일 https://www.ziofile.com/

웹하드 티클라우드비즈 https://www.tcloudbiz.co.kr/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뉴스타운 https://www.newstown.co.kr/

전자상거래_경매 롯데인터넷면세점 https://www.lottedfs.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25 - www.mongfile.com/
음란물 356 - www.gangnamgirl.net/
게임 44 - www.bomtoons.com/
도박 49 - www.mib-ss.com/
만화,채팅 13 - toonbarn.com/
증권사,투자정보 114 - www.binarytrading.org/
증권매매(WTS) 1 - www.iprovest.com/ 
프록시,원격서비스 65 - www.proxycaptor.com/
웹메일 17 - mail.toonzip.com/
전자상거래 955 - www.sigolfood.com/
커뮤니티 5,642 - kcualumni.com/
기타 카테고리 4,560 2 news.newsway.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메신저Y 4
신규 틱톡(PC) 11

토크온 6
DAUM 마이피플(PC) 2

차단 
검증 
완료 

NATE메신저 2
넷마블메신저 1
화랑이메신저 3

증권 

IBK투자증권 3
KTB투자증권 3
LIG투자증권 2

동양종합금융증권 1
신영증권 2

파일공유 티플 (구 에이드라이브) 4 (이름 변경) 
메신저 Cybosmessenger(대신증권) 카테고리 삭제 

메신저 

AOL,CHECK 메신저,FB메신저,IBK바로메신저,ICQ,SK증권PRIDEN메신저,
ThinkPool,Unitel 메신저,imTEL,교보증권메신저,네이버 LINE,네티앙-엑셀

메신저,다이얼070플러스,미스리,삼성POP메신저,세이클럽타키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천리안 메신저,하이웍스메신저,한게임톡 

증권 
E-Trade증권,HMC투자증권,KB투자증권,KR선물,NH농협선물,

NH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대신증권/크레온,대우증권,
동부증권,리딩투자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부국증권

860

44

11,941

16

209 12,157 144,181 3,711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update.displaylink.kr/bun/Agree-install.exe/

http://down.signkey.co.kr/_file/r.exe/

http://down.kcompter.pe.kr/bibingsusetup.exe/

http://down.allpopup.com/Allpopup_1008_H.exe/

http://toplink.or.kr/down/NetworkEditing_code06.exe/

http://www.jqlgg.com/conhost.exe/

http://78.46.52.118/u2/mi.txt/

http://update.enkrs.com/download/mscryp.exe/

http://u5.websuprt.co.kr/NewOverbar/NQ/Search_OnQ.dll/

www.tkdoobu.or.kr/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2P_Warez 오랜지파일 https://www.orangefile.com/ 신규 

웹하드 오피스365 https://office365.olleh.com/

전자상거래_경매 스타일닷컴 https://www.sta1.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10 - buxdisk.kr/

음란물 283 - condom.home-sess.co.kr/

게임 67 - siliconsports.net/

도박 32 - st-55.com/

만화,채팅 48 - www.manga2u.me/

증권사,투자정보 77 - m.stockdaily.net/

프록시,원격서비스 248 - www.anonyproxy.biz/

웹메일 9 - secure.shared.live-int.com/

전자상거래 729 - www.banyberyten.co.kr/

커뮤니티 4,058 - www.milseongpark.com/

기타 카테고리 3,156 5 www.honeybees.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NimBuzz 4 신규 

우회접속 Sconnect 4

차단 
검증 
완료 

메신저 야후메신저 25

증권 

대신증권/크레온, 삼성선물,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외환선물, 
우리선물, 우리투자증권/티엑스,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BNG/BS/IBK/KB/

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증권 
Clubfos, diskpump,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미투디스

크, 본디스크, 빅하드,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edisk, 웹하드_ehard, 웹하드_ipop_ping 

파일공유 NateOn(내PC제어), ZOOK

우회접속 Anyvpn, DogHole,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1,055

33

8,817

9

218 13,212 152,998 3,74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topview.or.kr/down/webManager_code31.exe/

http://www.hzswq.com/e1.exe/

http://nudegnuc.ru/rasta01.exe/

http://update.enkrs.com/setup/mscryp_21.exe/

http://pds20.egloos.com/pds/201106/06/27/Camtasia_keygen.exe/

http://v3zip.v3webhard.com/V3Zip/v3zUpdate.exe/

http://200.98.147.151/v2/printxuparola/evx2.html/

http://hotfile.com/dl/202674136/cced5ae/windueiru.html/

http://down.blogdanawa.com/down/adInstall_ad055.exe/

http://update.enkrs.com/download/wsosis.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2P_Warez 천사디스크 https://www.1004disk.com/

신규 

증권사 외환선물 https://www.kebf.com/

구인_구직 취뽀 https://www.chippo.co.kr/

전자상거래_쇼핑 비비 https://www.bb.co.kr/

프락시 peeproxy https://www.peeproxy.info/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75 - www.pangcity.co.kr/

음란물 488 - www.reallysmalldicks.com/

게임 183 - psvitagamer.net/

도박 31 - game.gslivecasino.com/

만화,채팅 18 - h.sline.net/

증권사,투자정보 54 30 shinyoung.com/ 

프록시,원격서비스 228 1 ezh.kr/ 

웹메일 3 1 webmail.unitech.co.kr/ 

전자상거래 730 - www.detailmall.co.kr/

커뮤니티 1,955 - www.infoniac.com/

기타 카테고리 2,814 4 dsfishing.net/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클럽박스/피디박스 2

차단 
검증 
완료 

웹하드_edisk 카테고리 삭제 

웹하드_ipop_ping 카테고리 삭제  

럭키디스크, 웹하드_dropbox, 웹하드_tcloud, 웹하드_ucloud, 웹하드_
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에
버노트, 웹하드_하이웍스, 위디스크, 큐파일,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
플 (구 에이드라이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하드모아, 하이디스크, 

쉐어박스, 웹하드_ehard, 프리챌파일구리 

1,163

2

6,579

20

238 14,375 153,577 3,74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blogdanawa.com/down/adInstall_ad056.exe/

http://www.iefloating.com/update/ddn/vnko.exe/

http://dl.yontoo.com/Install/6/yontoosetup.exe/

http://down.allpopup.com/Allpopup_1017_H.exe/

http://update.highspeed.co.kr/bin/highspeedEngine.exe/

http://dl01.socdn.com/n/3.0.0.2/60369/RokoBox.exe/

http://update.displaylink.kr/install/install_part7.exe/

http://130.255.186.9/765.exe/

http://instrumind.blob.core.windows.net/thinkcomposer/setup_imtc.exe/

http://newreleasesoftware.info/cplex.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웹메일 코리아메일 mail.korea.com

신규

증권사 KR선물 www.krfutures.co.kr

P2P_Warez 조이파일 www.joyfile.co.kr

전자상거래_경매 하이마트 www.e-himart.co.kr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인터넷금융 KB국민카드 www.kbcard.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55 - www.wudisk.com/

음란물 2,775 8 stayswetlonger.com/

게임 242 - www.shortoftheweek.com/

도박 59 - www.dbgger.com/

만화,채팅 21 - ebiten.jp/

증권사,투자정보 64 - m.modustock.com/

프록시,원격서비스 6 1 www.jumboproxy.nl/

웹메일 2 - msea02.chol.com/

전자상거래 712 - www.konkukmall.co.kr/

커뮤니티 245 - ilovetaebaek.net/

기타 카테고리 2,631 2 www.toptj.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원격제어 RemoteCall 2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웹하드_토토디스크 8

게임

아이온 1

아키에이지 2

엘소드 4

카발온라인 3

카운터스트라이크 1

컴바둑 1

게임
슈퍼인터바둑,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 알투비트, 일랜시아,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타에짐/조이바둑, 포트리스2

프리우스온라인, 피파온라인2, 한게임테트리스

1,263

22

6,912

15

253 15,638 160,489 3,768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secure341.com/downloads/feeds/silentium.exe/

http://paviasrl.it/Skype.exe/

http://cobraadvocacia.com/med/br153.jpg/

http://x.uzzf.com/tiansha.exe/

http://update.highspeed.co.kr/set/highspeedsetup_good2.exe/

http://videoserver.rtohdtv.com/software/updates/release_v2/Startup.exe?v=34934/

http://turbozipload.net/wot-cheater/wot_bot.exe/

http://www.directsender.com/download/directsender.exe/

http://wookj0531.tistory.com/attachment/cfile30.uf@143D8F355152C9F9231B73.dll/

http://202.114.79.4/up/xyzxllq.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증권사 KB투자증권 https://www.kbsec.co.kr/

신규

P2P_Warez MAX디스크 https://www.maxdisk.co.kr/

게임 카발 https://www.cabal.co.kr/

구인구직 알바인 https://www.albain.co.kr/

인터넷금융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전자상거래_경매 알파몰 https://www.alpha.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53 7 101.dq.to/

음란물 2,783 3 www.matemania.co.kr/

게임 146 9 www.ipopcorn.co.kr/

도박 13 - 10bingosites.com/

만화,채팅 29 - bluerabbit.ivyro.net/

증권사,투자정보 36 29 www.ktbsecurities.com/

프록시,원격서비스 3 - www.americanadvocate.info/

웹메일 30 - m.mail.chol.com/

전자상거래 672 1 www.marblestone.co.kr/

커뮤니티 628 2 seoinguk.co.kr/

기타 카테고리 2,474 26 www.sktmembership.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DAUM마이피플(PC) 2

　
메신저 야후메신저 1

증권 NH투자증권 1

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1

증권
E-Trade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R선물,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선물,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리딩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차단
검증
완료

증권

AOL, CHECK 메신저, FB메신저, IBK바로메신저,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메신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imTEL, 교보증권메신저, 
네이버 LINE, 네티앙-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메신저Y,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한게임톡, 화랑이메신저, Google Talk, ICQ

1,882

23

5

6,867

276 17,520 167,356 3,77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증권 SK증권 https://www.sks.co.kr/

신규
P2P_Warez 엔피 https://www.enppy.com/

게임 거울전쟁 https://www.mirrorwar.co.kr/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미디어잇 https://www.it.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35 　 www.moayo.co.kr/

음란물 1,131 　 www.bigyt.org/

게임 92 　 www.ggamnol.com/

도박 19 　 wkwk22.com/

만화,채팅 12 　 www.boku-h.com/

증권사,투자정보 79 　 www.stockgall.com/

증권매매(WTS) - 1 www.hi-ib.com/

프록시,원격서비스 68 　 www.httkproxy.com/

웹메일 2 　 hwwebmail.mail.yeah.net/

전자상거래 570 　 www.gabaliya.com/

커뮤니티 3,461 1 www.algaescrubber.net/

기타 카테고리 2,911 5 www.hwayo.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msn 1

신규
증권 메리츠증권 1

증권 키움증권 14

증권 하이투자증권 1

증권

동부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삼성선물, 신한금융투자, 외환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신영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BNG/BS/IBK/

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차단
검증
완료

증권
Clubfos, e-donkey, 겜플, 미투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2,384

17

8,480

23

299 19,904 175,836 3,790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증권사 하나대투증권 https://www.hanaw.com/

신규P2P_Warez 아톰파일 https://www.atomfile.co.kr/

게임 붉은보석 https://www.redgem.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48 - www.oufile.com/

음란물 671 3 savannah.82.to/

게임 121 - www.game456.com/

도박 6 - ebqkzh4.blog.fc2.com/

만화,채팅 3 - m.webtoonlive.com/

증권사,투자정보 27 - wtsweb.hi-ib.com/

프록시,원격서비스 3 - sexualhealingproxy.info/

웹메일 4 - 1.234.20.152/

전자상거래 434 - www.edukind.co.kr/

커뮤니티 2,976 - www.clubfatass.com/

기타 카테고리 3,303 - www.asian-trekking.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Diskpump 1

파일공유 럭키디스크 2

파일공유 위디스크 1

파일공유 클럽박스/피디박스 1 　

파일공유

웹하드_tcloud, 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
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 
짱파일, 큐파일,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하드모아, 하이디스크, 쉐어박스, 프리챌파일구리

차단
검증
완료

1,411

5

7,596

18

317 21,315 183,432 3,795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일반 구글로그인 

패턴 변경 
일반 구글 

P2P_Warez 싼타25

게임 미르의전설2

구인_구직 잡이스 신규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9 8

음란물 410 1  

게임 20 1

도박 13 - 

만화,채팅 3 - 

증권사,투자정보 46 - 

웹메일 6 - 

전자상거래 501 - 

커뮤니티 5,635 2  

기타 카테고리 2,777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IBK투자증권 5

차단 
검증 
완료

NH투자증권 1
SK증권 3

교보증권 2
대우증권 5
동부증권 2

동양종합금융증권 2
메리츠증권 1
미래에셋 2
신영증권 3
외환선물 3
우리선물 1

유진투자증권 1
하이투자증권 2
한국투자증권 10
한화투자증권 1

현대증권 1

1,249

45

9,440

16

333 23,564 192,872 3,840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증권 한화투자증권

P2P_Warez 파일팜 신규

게임 게임팟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35 7

음란물 3,512 24

게임 26 -

도박 16 -

만화,채팅 9 11

증권사,투자정보 55 -

전자상거래 465 -

커뮤니티 3,802 -

기타 카테고리 2,641 46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HMC투자증권 1

차단
검증
완료

IBK투자증권 2

미래에셋 2

삼성증권 1

우리투자증권/티엑스 6

유진투자증권 1

키움증권 2

하나대투증권 4

하이투자증권 1

한국투자증권 3

게임

Dekaron, Flyff Online, RF온라인, StarCraft, worldofwarcraft, 거상, 군주온라인, 
네오스톤, 던전앤파이터, 드래곤네스트, 드래곤볼온라인, 디아블로3, 라그나로크, 
러브비트, 리그오브레전드, 리니지, 리니지2, 마구마구,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미르의전설2, 미르의전설3, 바람의나라, 블레이드앤소울, 사이버오로바둑, 서든어택, 
슈퍼인터바둑,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 아이온, 아키에이지, 알투비트, 엘소드, 일랜
시아, 카발온라인, 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 컴바둑, 크레이지아케이드, 타이젬

바둑/조이바둑, 포트리스2, 프리스타일, 프리우스온라인, 피파온라인2, 한게임테트리스

638

23

10,571

20

353 24,202 203,443 3,86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게임 천년

신규P2P_Warez 디엠피아

구인_구직 미디어잡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36 15

음란물 4,903 36

게임 53 5

도박 25 1

만화,채팅 24 -

증권사,투자정보 62 -

증권매매(WTS) 2 -

프록시,원격서비스 12 -

웹메일 8 -

전자상거래 243 -

커뮤니티 5,035 -

기타 카테고리 2,564 -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3

차단
검증
완료

증권 미래에셋 3

증권 삼성선물 1

메신저 틱톡 1

증권

E-Trade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R선물,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대우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외환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키움증권, 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

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1,140

8

12,931

36

389 25,342 216,374 3,871



악성코드배포페이지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채팅 카카오톡메신저 - (넷앱스)

도박 7red https://www.7red.com/

음란물 soobac https://www.soobac.com/ 신규

게임 캐리안 https://www.jaysoft.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09 1

음란물 11,278 1

게임 394 - 

도박 92 - 

만화,채팅 34 - 

증권사,투자정보 126 1

프록시,원격서비스 87 16

웹메일 20 - 

전자상거래 1,251 - 

커뮤니티 6,790 1

기타 카테고리 6,176 29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삼성증권 10

차단 
검증 
완료 

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20

증권 하나대투증권 2

파일공유 

Clubfos,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본디스크, 알툴바-디스크온,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tcloud, 웹하드_

ucloud,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쉐어박스, 
프리챌파일구리 

증권 

E-Trade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외환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원격제어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TeamViewer,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pca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2,343

32

26,457

44

433 27,685 242,831 3,903



시간 주요 사건

오전 9시 30분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오전 9시 40분 청와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오전 10시 45분 정부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 발령

오전 11시 정부 정당 및 언론기관 15곳 서버 디도스 공격

오후 2시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과정 동영상 공개

오후 3시 40분 정부, 사이버 위기 경보 '주의'로 향상

오후 5시 청와대 홈페이지 복구

오후 5시 30분 국정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이트 웹키퍼카테고리 등록 일자 사이트 성격

www.simdisk.co.kr/ P2P 2011.8.25 웹하드(P2P) 사이트

www.habang.co.kr/ 투자정보 2012.4.27 유학생 전용 자취방/하숙방 정보 공유 커뮤니티

2

4

www.simdisk.co.kr/app/Simdisk.exe

www.habang.co.kr/images/korea/d.jpg

www.habang.co.kr/images/korea/c.jpg

www.habang.co.kr/images/korea/header.gif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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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pc-guard.co.kr/partner/PcGuard_utiltop.exe/

http://www.samsiki.net/attachment/ck19.exe/

http://sedi.ch/XDHMsu.exe/

http://www.filehog.com/ossvc51.exe/

http://pad.okozo.com/installers/ml-blue.exe/

http://www.sohbetetsek.com/mirc.exe/

http://zarilgaj.ru/angrim2.exe/

http://www.dfqvm.com/m.exe/

http://files.go-downloads.com/filezilla.exe/

http://dl.fagdmr.com/n/3.0.10.1/8788786/dropbox.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도박 Unibet https://www.unibet.com/

신규 

음란물 Thailovelines https://thailovelines.com/

웹메일 에이오엘메일 https://mail.aol.com/

게임 루리웹 https://www.ruliweb.com/

P2P 토리아 https://www.toria.tv/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62 1

음란물 5,678 - 

게임 362 - 

도박 97 - 

만화,채팅 44 - 

증권사,투자정보 49 - 

프록시,원격서비스 58 - 

전자상거래 312 - 

커뮤니티 4,197 - 

기타 카테고리 2,183 5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게임 

군주온라인 1

차단 
검증 
완료 

던전앤파이터 1

마구마구 1

메이플스토리 1

미르의전설2 1

바람의나라 1

사이버오로바둑 1

아키에이지 1

카발온라인 1

파일공유 

diskpump, 미투디스크, 빅하드, 엔피, Upluxbox,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 위디스크, 짱파일, 큐파일, 

클럽박스/피디박스,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하드모아, 
하이디스크 

게임

Dekaron, Flyff Online, RF온라인, StarCraft, worldofwarcraft, 거상, 네오스톤, 
드래곤네스트, 드래곤볼온라인, 디아블로3, 라그나로크, 러브비트, 

리그오브레전드, 리니지, 리니지2, 마비노기, 미르의전설3,블레이드앤소울, 
서든어택, 슈퍼인터바둑,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 아이온, 알투비트, 엘소드, 

일랜시아, 카운터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 컴바둑, 크레이지아케이드, 
타이젬바둑/조이바둑, 포트리스2, 프리스타일, 프리우스온라인, 피파온라인3, 한게임

테트리스 

2,343

9

13,147

28

461 30,028 255,978 3,912





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ehantk.com/cupdate.exe/

http://downhelper.co.kr/etc/STool_downhelper.exe/

http://alvearyasesores.com/imagenes/Slider/bor.exe/

http://www.xxooss.com/2345.exe/

http://down.revealer.co.kr/update/Revealing_06_update_20130625.exe/

http://e-edu.hmstudy.com/signgate/cab/ewsinstaller_full.exe/

http://update.pcreporter.co.kr/setupa/pcreportersetup_spell.exe/

http://kn7220.zc.bz/Pj8.exe/

http://5.9.178.93/files/bk.exe/

http://a.hippop.co.kr/update//agupdate.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아이굿뉴스 https://www.igoodnews.net/ 

신규 게임 티엔티게임 https://.tntgame.co.kr/

전자상거래_경매 데일리팡 https://www.dailypang.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22 3 www.buxmovie.com/ 

음란물 17,246 3 m.namsuclub.com/ 

게임 395 2 www.railgame.com/

도박 66 　 ap-747.com/

만화,채팅 18 　 comic.fundisk.co.kr/

증권사,투자정보 100 　 www.vina-finance.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11 1 4everproxy.com/

전자상거래 426 　 www.rokenbok.com/

커뮤니티 3,576 　 www.asia-people.org/

기타 카테고리 2,868 4 www.djse.or.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게임 
피파온라인3 2

차단 
검증 
완료

카운터스트라이크 1

증권 

E-Trade증권 1

우리선물 1

키움증권 1

하나대투증권 2

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삼성선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822

8

25,028

253

714 30,850 281,006 3,920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n.binsetup.com/130701/macon.exe/

http://down.enumstate.co.kr/download/Enumerate_gt2_update_20130708.exe/

http://afd.or.kr/gto.exe/

http://downlite.net/download.php?c=nsoccr&n=Inferno_PDF.pdf&b=nsoccr/

http://jh.01lm.com/game/DDZ_tg301_21410.exe/

http://down.hanfile.kr/update/hanfile_20110601_update.exe/

http://lytjtb.cnta.gov.cn:8080/lydc2009/stat.exe/

http://erp.calt.co.kr/Common/FileDownload/Controls/YlwIISClient.exe/

http://67.215.10.98/Sysunits.exe/

http://199.192.152.157/88.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게임 큐머드게임 https://www.qmud.com/

신규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가스신문 https://www.gasnews.com/

전자상거래_경매 리바트몰 https://mall.livart.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460 - www.torrentby.net/

음란물 2,224 - japanese-dolls.org/

게임 405 - www.playtown.kr/

도박 90 - www.ros82.com/

만화,채팅 40 - www.yellowbag.pe.kr/

증권사,투자정보 56 - nurifx.com/

프록시,원격서비스 248 - www.malaysiaproxy.com/

웹메일 38 - mail.sportsseoul.com/

전자상거래 725 - www.parrom.com/

커뮤니티 3,369 - www.unclecho.com/

기타 카테고리 3,967 3 www.lottodays.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야후메신저 2

차단 
검증 
완료 

증권 
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KR선물,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신영증권, 외환선물,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메신저 

AOL,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저, Google Talk, IBK
바로메신저, ICQ,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메신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imTEL, msn, skype, 교보증권메신저, 네이버 LINE, 네티앙-
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메신저Y, 미스리, 삼성POP
메신저, 스카이프,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야후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한게임톡, 화랑이메신저 

원격제어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TeamViewer, Windows Termi-
nal, ZOOK, ezhelp, pca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679

2

11,622

1,004

1,718 31,529 292,628 3,92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favorite-icons.com/program/gtalk.exe/

http://dn.secondpage.co.kr/Set_dSec_H.exe/

http://116.67.69.59/download/remote_home06.exe/

http://dcmall.org/xzhel.exe/

http://update.speedcleaner.co.kr/bin/speedcleaner.exe/

http://metro5678.com/metro5678.exe/

http://down.pageyuk.pe.kr/SubWingSet.exe/

http://park03256.cafe24.com/part09.exe/

http://powerpackmm.com/ds-exe/647/632/setup.exe/

http://hasu0707.tistory.com/attachment/cfile3.uf@1538FA564D23F0B62BD8AF.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roxy ninjacloak https://www.ninjacloak.com/

신규 
P2p_warez 플레이토다 https://www.playtoda.com/

게임 4스토리 https://www.4story.com/

구인_구직 샵누리 https://www.shopnuri.net/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18 - www.boutl.com/

음란물 3,712 - www.sexpa8.com/

게임 219 - www.gamezemi.com/

도박 26 - vip6644.com/

만화,채팅 34 - www.listchats.com/

증권사,투자정보 80 - www.dong9002.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235 - www.sheepskinproxy.com/

웹메일 5 - mail.lgsmartmall.co.kr/

전자상거래 281 - www.twmall.co.kr/

커뮤니티 3,587 2 www.dcinside.com/

기타 카테고리 7,450 1 www.hyhill.com/

986

15,847

178

1,896 32,515 308,475 3,92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favorite-icons.com/program/gtalk.exe/

http://dn.secondpage.co.kr/Set_dSec_H.exe/

http://116.67.69.59/download/remote_home06.exe/

http://dcmall.org/xzhel.exe/

http://update.speedcleaner.co.kr/bin/speedcleaner.exe/

http://metro5678.com/metro5678.exe/

http://down.pageyuk.pe.kr/SubWingSet.exe/

http://park03256.cafe24.com/part09.exe/

http://powerpackmm.com/ds-exe/647/632/setup.exe/

http://hasu0707.tistory.com/attachment/cfile3.uf@1538FA564D23F0B62BD8AF.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roxy blazetunnel https://www.blazetunnel.com/ 

신규 
음란물 adulttoy https://www.adulttoy.com/

P2P_Warez 토토로사 https://www..totorosa.com/

게임 싸이올드게임 https://www.cyoldgame.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91 　 www.sorabox.co.kr/

음란물 4,023 　 www.sm-tokyo.com/

게임 226 　 www.gamestle.com/

도박 604 5 www.clickandplay.it/

만화,채팅 26 　 www.dailyink.com/

증권사,투자정보 98 　 www.mirestock.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00 　 www.proxy-service.de/

웹메일 11 　 m-mail.korea.com/

전자상거래 864 1 www.gplayer.co.kr/

커뮤니티 4,111 　 www.creativitypool.com/

기타 카테고리 5,427 3 www3.soram.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하드모아 1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Clubfos, diskpump,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미투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tcloud, 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

하이웍스, 위디스크, 짱파일, 큐파일, 클럽박스/피디박스,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프리챌파일구리, 하이디스크 

843

1

15,581

255

2,151 33,358 324,056 3,92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freepds.com/data/plugin/multispeedsetup_fpds.exe/

http://www.black-market.org/randomfiles/3.exe/

http://www.filejunction.com/download/fjig10020.exe/

http://www.favorite-icons.com/program/gt.exe/

http://maumbank.com/srfnx.exe/

http://update.fastservice.co.kr/set/fastservicesetup_pds.exe/

http://venusto.co.kr/tail.exe/

http://game74.wanyx.com/sanguozhi2chibizhizhan.exe/

http://down.kwinso.com/kwso1/ver4/uninstall.exe/

http://down.kwinstart.com/da/kwinstartvb.dll/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생활_가정 네이버캘린더 https://calendar.naver.com/

신규 
게임 미르의전설3 https://www.mir3.co.kr/ 

복권_경품_이벤트 로또세븐 https://www.lotto7.co.kr/

전자상거래_경매 텐바이텐 https://www.10x10.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99 - www.buxmovie.co.kr/

음란물 4,271 - www.videosessotv.com/

게임 333 - www.super-cool-games.com/

도박 56 - www.xxx686.com/

만화,채팅 93 - www.comicbookresources.com/

증권사,투자정보 148 - www.cedarfinance.com/

프록시,원격서비스 366 - www.4everproxy.com/

웹메일 11 - mail.sysone.co.kr/

전자상거래 473 - www.1000000v.com/

커뮤니티 5,529 - www.300hours.com/

기타 카테고리 5,148 28 daegayanews.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신한금융투자 2
차단검증완료 

증권 미래에셋 1

1,072

3

16,527

117

2,268 34,430 340,583 3,92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gagkorea.co.kr/down/wisepopup_setup.exe/

http://down.multidownload.co.kr/Prog/FavoriteIconsSetup.exe/

http://formulaom.tistory.com/attachment/48e0a69dc7d4a7E.exe/

http://down.kwinstart.com/setup_salgoo_silent.exe/

http://down.utiland.co.kr/file/PcGuard_installpark.exe/

http://www.theam1.co.kr/guard/1002/TAMUpdate.exe/

http://szyux.com.cn/images/ad.swf/

http://down.newyx.net/captaincommando.exe/

http://adadada.net/cab/conhost.exe/

http://file.filenolja.com/down/puding.zip/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물 adultvideo https://www.adultvideo.com/ 

신규 

게임 토마토게임 https://www.tomatogame.co.kr/ 

P2P_Warez 벅스무비 https://www.buxmovie.com/ 

웹하드 Box https://www.box.com/ 

뉴스_신문_시사_경제정보지 이슈타임 https://www.isstime.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02 3 torrent3sa.com/

음란물 5,440 - video.mingkyjoa.com/

게임 146 - www.gamepang.com/

도박 69 - www.dgboerdi.com/

만화,채팅 50 - www.dmzj.com/

증권사,투자정보 111 - www.fx-log.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86 4 freeproxylinks.com/

웹메일 4 - webmail.sahmin.com/

전자상거래 402 7 www.eksuccessbrands.com/

커뮤니티 4,363 - www.econjobrumors.com/

기타 카테고리 3,353 3 www.dr0024.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AOL 1

차단 
검증 
완료 

메신저 imTEL 1

메신저 한게임톡 카테고리 삭제 

메신저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
저, Google Talk, IBK바로메신저,

 ICQ,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
메신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msn, skype, 교보증권메신저, 네이버 LINE, 네티앙-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메신저Y,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스카이프,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야후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화랑이메신저 

원격제어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TeamViewer,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pca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889

14,226

127

2,395 35,319 354,809 3,928

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kwinstart.com/setup_salgoo_silent.exe/

http://surmiselocalized.biz/soft9.exe/

http://dldir1.qq.com/invc/cyclone/QQDownload_Setup_44_751_401.exe/

http://down.tabstation.net/winff/winff.exe/

http://gbebabamega.com/html/Product.scr/

http://elifelog.tistory.com/attachment/cfile1.uf@2755F23B50FCD14C063B56.exe/

http://file.soft365.com/Public/softs/eGdp/1.0.0.2598/all/_eUpdate_20138714150.exe/

http://update.fastservice.co.kr/set/fastservicesetup_star.exe/

http://61.100.182.106/download/pcfreesetup.exe/

http://infopangpang.com/PDS/utility/Capsun60.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물 avenuexxx https://www.avenuexxx.com/ 

신규 

게임 더게임스 https://www.thegames.co.kr/ 

P2P/Warez 다이하드 https://www.diyhard.co.kr/ 

전자상거래_경매 플라워119 https://www.flower119.co.kr/ 

뉴스_신문_시사 라이프투데이 https://www.lifetoday.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71 14 www.slideshare.net/ 

음란물 4,320 2 www.real-doll.co.kr/ 

게임 135 - www.f2game.net/

도박 5 - www.aadbg.com/

만화,채팅 52 - chatroulettebrasil.com/

증권사,투자정보 198 - www.finexo.com/

프록시,원격서비스 255 - localproxy.info/

웹메일 113 - mail.arko.or.kr/

전자상거래 396 - www.ewacho.com/

커뮤니티 4,457 - www.enaturalplus.com/

기타 카테고리 4,423 4 omnipnc.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E-Trade증권 2

차단 
검증 
완료

증권 KB투자증권 20

증권 교보증권 1

증권 우리투자증권/티엑스 4

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R선물, KTB투자증권,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외환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856

27

14,525

110

2,505 36,175 369,334 3,955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free-nude-pics-of-sex-photos.com/

http://download.gcodec.co.kr/gcodec/up_svc/gcodechper.exe/

http://download.gcodec.co.kr/gcodec/up_svc/gcodecup.exe/

http://down.checkco.kr/file/kohwpxrl.exe/

http://download.everytoolbar.co.kr/update/everytoolbardel.exe/

http://geguri.kr/bin/mjr07.exe/

http://198.204.228.18/do.exe/

http://popbook.co.kr/wer.exe/

http://dl7.iq8download.com/lm/bundles/searchresults/20130731/DefaultTabSetup.exe/

http://dl8.iq8download.com/lm/bundles/webcake/setup-2AEEC6026350.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물 escortvideos https://www.escortvideos.tv/ 

신규 

게임 엠게임 https://www.mgame.com/ 

증권 현대증권 https://www.hdable.co.kr/ 

전자상거래_경매 쿠폰나비 https://www. couponnavi.co.kr/ 

뉴스_신문_시사 경제투데이 https://www.eto.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83 - torrent-tv.lt/

음란물 7,349 - www.ma4day.net/

게임 21 - www.palmple.com/

도박 40 - www.live05.kr/

만화,채팅 27 - toonburi.com/

증권사,투자정보 150 - www.kisvn.vn/

프록시,원격서비스 342 - www.mobiletunnel.info/

웹메일 3 - mail.kbs.co.kr/

전자상거래 581 - www.myphotocase.co.kr/

커뮤니티 4,144 1 www.tumblr.com/tagged/ 

기타 카테고리 3,778 1 www.neostar.net/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2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메가파일 (구 하드모아) 256

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선물,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파일공유 

Clubfos, diskpump,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미투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tcloud, 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

하이웍스, 위디스크, 짱파일, 큐파일, 클럽박스/피디박스,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프리챌파일구리, 하이디스크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13,222

258

16,518

91

2,596 49,397 385,852 4,21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load.file-down.co.kr/update/FDCounter.exe/

http://down.enumstate.co.kr/download2/enumerate_gt_pj06202.exe/

http://www.kapah.org/xc/sd.exe/

http://s-line.kr/common/m824.exe/

http://pds25.egloos.com/pds/201304/16/76/setup_CleanAX.exe/

http://hellobuy.com/shop/log/my/cy.exe/

http://www.trainingtester.com/

http://geektionnaire.fr/winlogon.exe/

http://sp-storage.conduit-services.com/Installer/2.6.0.108/SPSetup.exe/

http://app.ltefile.com/app/UpdateWindow.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물 pinkcherry https://www.pinkcherry.ca/ 

신규 도박 allslotscasino https://www.allslotscasino.com/ 

뉴스_신문_시사 인천일보 https://news.itimes.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53 3 www.minoshare.net/

음란물 6,615 61 javshares.com/

게임 218 6 www.gamer-hub.com/

도박 1,098 7 www.gamingclub1.com/

만화,채팅 43 　 www.cartooncrunch.com/

증권사,투자정보 62 　 www.investore.co.id/

프록시,원격서비스 484 4 www.browse-proxy.com/

전자상거래 268 13 www.gaya-farm.com/

커뮤니티 3,616 　 www.plasticbeauty.net/

기타 카테고리 2,578 41 www.positivelypresent.com/

21,265

15,135

156

2,752 70,662 400,987 4,213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posonline.co.kr/

http://cnchosp.co.kr/mool.exe/

http://upstat.vaccineset.co.kr/P/windowupdateinfo.exe/

http://pc-boan.kr/

http://e-tss.co.kr/moos.exe/

http://pcguarder.net/

http://update.livecleaner.co.kr/set/livecleanersetup_post.exe/

http://upstat.vaccineset.co.kr/P/windowupdateinfo.exe/

http://dl.duomi.com/all/DuomiMusic_2013.exe/

http://down.subshop.net/hot/Qolorowy.exe/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95 - torrentqa.com/

음란물 1,009 6 www.bamejoa.co.kr/ 

게임 472 - zw.noteplay.co.kr/

도박 22 - www.2467.com/

만화,채팅 8 - www.shonenjump.com/

증권사,투자정보 109 - www.socialfunds.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8 - www.toxyproxy.com/

웹메일 6 - webmail.lee-and.com/

전자상거래 641 - www.tabgha.co.kr/

커뮤니티 248 - www.soo-hyang.com/

기타 카테고리 3,527 17 www.shriyogavietnam.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SK증권 　

차단 
검증 
완료

증권 하이투자증권 　

증권 

E-Trade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R선물, KTB
투자증권,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크레온,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삼성선물, 삼성증권, 
외환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21,119

2

6,155

2,752 91,781 407,142 4,215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winutil.co.kr/util_pcode_file/utiltop_1002_29867.exe/

http://xenophon.tistory.com/attachment/cfile6.uf@2638D345515AF9072C1FE4.exe/

http://hs.ntxon.com/snss.exe/

http://www.powerpackmm.com/ds-exe/647/211/setup.exe/

http://down.addenov.com/adn2/ver4/setup.exe/

http://e-tss.co.kr/kfc.exe/

http://tablighbookcentre.com/logo.gif?294d3=1015026/

http://download.daocaoren.cn/setup_zol.exe/

http://97.74.206.136/

http://update.clickvaccine.co.kr/vriowq/bdslkr/clickvaccine.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원격서비스 에스커넥트 https://www.sconnect.co.kr/ 신규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09 4 www.hoppin.com/ 

음란물 10,157 29 tetujin.com/

게임 217 - t.womenwan.com/game/

도박 26 - dgbaoli.net/

만화,채팅 13 - www.yami-sora.com/

증권사,투자정보 142 - www.masvn.com/

프록시,원격서비스 308 1 www.uzardpop.com/ 

웹메일 5 - mail.webdisk.nanuminet.com/

전자상거래 447 - lyconmall.com/

커뮤니티 3,501 1 www.seetogether.com/ 

기타 카테고리 4,645 5 www.jw-marriott.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원격제어 TeamViewer 512

차단 
검증 
완료

메신저 

AOL,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저, IBK바로메신저,
 ICQ,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메신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imTEL, msn, 교보증권메신저, 네이버 LINE, 네티앙-
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메신저Y,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야후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화랑이메신저 

원격제어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pca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15,175

512

19,570

1

2,753 106,956 426,712 4,727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file.findlock.co.kr/11st/fnlink.exe/

http://phoenxport.org/bavshvi1.html/

http://www.belowe.com/TheMarch.exe/

http://www.zomp.net/downloads/ZompHelpdesk.exe/

http://wavedown.blogspot.com/

http://ferdous.org/flashplayer_mozilla.exe/

http://ec2000.net/download.php?filename=MPEGSuite/

http://zl000250.ferozo.com/

http://www.fsehovic.com/

http://www.e6751.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84 - p2p-download.com/

음란물 9,794 - www.vcfruit.com/

게임 479 - www.gamtoria.com/

도박 1,092 - bet70.ro.to/

만화,채팅 56 - www.onemanga.me/

증권사,투자정보 101 - invescopacific.com/

프록시,원격서비스 635 - bettyboopprox.info/

웹메일 13 - mail.styleonegroup.com/

전자상거래 822 - www.lazyoaf.com/

커뮤니티 5,745 - www.minoshare.net/

기타 카테고리 4,767 6 www.edubion.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겜플 1

차단 
검증 
완료

웹하드_ucloud 1

게임 

군주온라인 1
던전앤파이터 1
라그나로크 255

메이플스토리 1
미르의전설2 1
미르의전설3 1

블레이드앤소울 1
사이버오로바둑 1
슈퍼인터바둑 1

슬러거 1
엘소드 1

카운터스트라이크 1
피파온라인3 1

파일공유 

Clubfos, diskpump, e-donkey, 럭키디스크, 메가파일, 미투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t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 위디스크, 짱파일, 큐파일, 클럽박스/피디박스,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프리챌파일구리, 하이디스크 

게임 

Dekaron, Flyff Online, RF온라인, StarCraft, worldofwar-
craft, 거상, 네오스톤,  드래곤

네스트, 드래곤볼온라인, 디아블로3, 러브비트, 리그오브레전드, 리니지, 리니지2, 
마구마구, 마비노기, 바람의나라,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아바, 아이온, 아키에이지, 

알투비트, 일랜시아, 카발온라인, 카트라이더, 컴바둑, 크레이지아케이드, 
타이젬바둑/조이바둑, 포트리스2, 프리스타일, 프리우스온라인, 한게임테트리스 

8,383

269

23,688

2,753 115,339 450,400 4,99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topfind.co.kr/topfind/app/TopFind.exe/

http://update.speedscan.co.kr/sdbdq/speedscansetup_very.exe/

http://agrimony.webair.com/

http://flash-player.cloudapp.net/

http://upstat.pcsupporter.co.kr/P/windateresetconfig.exe/

http://down.enumstate.co.kr/download2/enumerate_gt_true0911.exe/

http://update.smart-update.co.kr/setup/smart-update_setup_u1309_4.exe/

http://pmthome.com/pera/hide.dll/

http://hot-water.org/cold/1375.exe/

http://joinmyfriend.com/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물 sexconfessional https://www.sexconfessional.com/ 

신규 
게임 베타겜 https://betagam.etnews.com/ 

프록시 foxybingo https://www.foxybingo.com/ 

구인_구직 베스트잡 https://www.bestjob.or.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07 　 hellmet.co.kr/

음란물 1,677 　 www.jbetkr.com/

게임 229 2 www.atgame.kr/ 

도박 79 　 www.nasa-99.com/

만화,채팅 36 　 frederator.com/

증권사,투자정보 73 　 investor.bankrate.com/

프록시,원격서비스 325 　 covertbrowsing.me/

웹메일 5 　 www.gmail.co.in/

전자상거래 695 　 www.rcrace.co.kr/

커뮤니티 2,637 　 www.studyhow.co.kr/

기타 카테고리 3,822 7 www.idesktop.tv/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비고

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R선물,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삼성선물, 삼성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외환선물, 우리선물, 우리투자증권/
티엑스,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

차단 
검증 
완료

2,066

-

2,066

19

2,772 117,405 452,466 4,996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topfind.co.kr/topfind/app/TopFind.exe/

http://update.speedscan.co.kr/sdbdq/speedscansetup_very.exe/

http://www.softholm.net/freeware/GEOM_PR.exe/

http://dlp.playmediaplayer.com/d/256/Browser_Update/502/623/1lqPIFt2/

http://zgtechnologies.com/files/helpdesk.exe/

http://hada-kobo.com/common/hinston.txt/

http://gamehosting.pro/

http://54.215.198.99/documentos.zip/

http://buildarch.net/images/contador.txt/

http://comercial.pusku.com/panificadoramendes/sonho.bmp/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웹하드 베가클라우드 https://www..vegalive.co.kr/ 

신규 웹하드 LG클라우드 https://www.lgecloud.com/ 

웹하드 솜클라우드 https://www..somcloud.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19 8 www.osaca.co.kr/ 

음란물 1,990 　 bamenara.co.kr/

게임 505 　 www.gamegou.com/

도박 87 　 www.80qipai.com/

만화,채팅 35 1 nateonweb.nate.com/ 

증권사,투자정보 80 　 www.ironstock.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877 　 www.motherproxy.com/

웹메일 45 　 mail2.silwel.or.kr/

전자상거래 1,059 　 www.abilitysuperstore.com/

커뮤니티 2,674 　 www.eolmomzuk.com/

기타 카테고리 4,532 6 www.7mscore.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한국투자증권 1

차단 
검증 
완료

원격제어 TeamViewer 3

메신저 

AOL,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저, Google Talk, 
IBK바로메신저, ICQ,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메신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imTEL, msn, skype, 교보증권메신저, 네이버 LINE, 
네티앙-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메신저Y,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스카이프,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야후메신저, 정보화마을
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화랑이메신저 

원격제어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pca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833

4

12,033

15

2,787 118,238 464,499 4,990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searchlike.co.kr/distribute/SLbokmal/searchlike.exe/

http://daofile.com/

http://count.ddooo.com/randdown.asp?addr=gdjqrxgq_23730.rar/

http://cdn.opencandy.com/p/309/installers/packload.exe/

http://liderkino.com/index.php/

http://naija.com/Directory/home.php/

http://down.sranking.co.kr/file/SRankingPopView_06_update_20131014.exe/

http://www.icbcnsz.com/

http://yhtx.net/Shop/ShowProduct.asp?ProductID=337/

http://kihoori.net/archive/201309/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03 2 www.glideconnect.com/

음란물 5,583 　 www.giftyt.org/

게임 194 　 www.bshhq.com/

도박 66 　 www.52mvp.com/

만화,채팅 29 　 www.fumanhua.com/

증권사,투자정보 29 　 dwsec.loginside.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2,776 　 www.alwaysapirate.org/

웹메일 5 　 hiworks.ack.co.kr/

전자상거래 914 2 www.allvending.co.kr/

커뮤니티 3,547 　 www.cumminsforum.com/

기타 카테고리 2,468 1 barcap.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웹하드_tcloud 6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위디스크 255

파일공유 클럽박스/피디박스 1

게임 스페셜포스2 22 (신규) 

파일공유 

Clubfos, diskpump,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메가파일, 미투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webhard(데이콤), 웹하드_다이하드,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
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 짱파일, 큐파일,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프리챌파일구리, 하이디스크 

46,948

284

15,714

2,787 165,186 480,213 5,27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winboan.com/winboan_winter.exe/

http://down.winboan.com/winboan_spring.exe/

http://fontflood.com/

http://svc.isyncz.co.kr/spdf/check_iscz.exe/

http://www.idongbu.com/softforum/KSCertRelayW.exe/

http://ad79.co.kr/keypang/hk/ikeypang.exe/

http://update.prospeed.co.kr/set/prospeedsetup_stick.exe/

http://angelfire.com/amiga/ucfiles11/files/rage6.zip/

http://down.upantool.com:88/file/software/mass/Phison/2012/MPALL_v3.63.0C.exe/

http://myglobalinfo.com/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음란물 giantesskatelyn https://www.giantesskatelyn.com/ 

신규 게임 게임팬 https://www.gamefan.kr/ 

Proxy europrox https://www.europrox.org/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42 1 www.torrentne.net/

음란물 2,591 1 www.whatdefuck.com/

게임 568 　 www.kwikgames.com/

도박 103 　 www.pnx-ij.com/

만화,채팅 33 　 www.mangawindow.com/

증권사,투자정보 38 　 www.tmbam.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764 　 www.proxycab.com/

웹메일 4 3 mailplug.com/ 

전자상거래 917 1 www.giftup.co.kr/ 

커뮤니티 2,505 　 www.sjsparks.or.kr/

기타 카테고리 3,151 　 www.whiteo.kr/

18,161

11,816

47

2,834 183,347 492,029 5,27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down.nowdream.kr/file/winrr/winrr.exe/

http://ad79.co.kr/keypang/hk5/ikeypang.exe/

http://update.onecleaner.co.kr/bin/onecleaner.exe/

http://voa.adupdate.kr/ismapps/infoview3.exe/

http://update.vaccineengine.co.kr/vtrio/bmkkl/vaccineengine.exe/

http://www.getfilez.com/dwgview.exe/

http://ampnojo.com/dog.exe/

http://searchkey.kr/en/mjrup.exe/

http://down.clickup.kr/clickup/ieclickup.exe/

http://cfile24.uf.tistory.com/attach/180A7145511BEB87184D1C/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웹하드 Bitcasa https://www. bitcasa.com/ 

신규 Proxy Superdo https://www.superdo.me/ 

Proxy Swateam Proxy https://proxy.swateam.org.uk/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996 238 www.tgtunes.co.kr/

음란물 8496 3 www.bamnara.co.kr/

게임 214 2 www.truckgamesxl.com/

도박 57 - www.dgb578.com/

만화,채팅 89 - webtoon.daum.net/

증권사,투자정보 83 - www.jusik1.com/

프록시,원격서비스 3,883 - www.thinkproxy.org/

웹메일 10 - mail.roadsports.net/

전자상거래 1,020 - partyintheroom.co.kr/

커뮤니티 4,442 10 nonsanzzang.com/

기타 카테고리 4,184 60 www.officeil.com/

14,194

23,433

3

2,837 197,541 515,462 5,27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searchkey.kr/bin/sk03.exe/

http://file.targetkeyword.co.kr/app/newiniweblink/P050/weblinkup.exe/

http://www.windiscover.net/file/app/mod/windiscover.exe/

http://cdninst.com/offers/Diamonddata/Xaven.exe/

http://rtb.clickmon.co.kr/bicon/down/gbalink.exe/

http://7korea.net/g/wksis.exe/

http://www.guirigai.com/images/stories/images8.jpg/

http://www.zevklisikis.com/

http://goldbox.tistory.com/attachment/cfile3.uf@1272481449E7031E3B722A.exe/

http://cdn3.anotherdownload.com/updater/Updater.exe/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40 3 www.rollzip.co.kr/ 

음란물 1,517 　 www.hd18.org/video/

게임 552 　 www.gamex10.com/

도박 139 　 su1004.com/

만화,채팅 41 1 hanarum.com/ 

증권사,투자정보 48 　 www.s-d.kr/

프록시,원격서비스 3,637 　 www.accessmeproxy.net/

웹메일 4 　 vxml4.delacon.com.au/

전자상거래 645 　 www.okcatmall.com/

커뮤니티 2,834 　 www.bzshw.com/

기타 카테고리 4,890 3 m.mixcloud.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비고 

증권 
E-Trade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
권, KR선물,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차단 

28,635

-

14,447

2,837 226,176 529,909 5,274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eltwo.smilecast.co.kr/Image/CertKey_ROLL.exe/

http://download.cdn.sharelive.net/cdn/r/210/iLividSetup-r210-n-bi.exe/

http://cstrike.filekeeper.org/cstrike.exe/

http://shadu.baidu.com/index/minidownload/30071/

http://webmailer1und1.org/putty.exe/

http://down.dnsaddress.co.kr/file/Windowsopensearch_dns06_update_20131111.exe/

http://d2kbk8v0iiyzos.cloudfront.net/ro/2013-10-07/SevenZip_Setup.exe/

http://www1.installstarter.com/IminentSetup5.exe/

http://38abq38.com/

http://monster.ne.kr/version/update.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roxy ZenMate 우회접속 서비스 신규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87 　 www.torrentbutler.com/

음란물 1,164 　 hotgirlfucking.com/

게임 490 5 ya9.naver.com/ 

도박 120 　 www.tree-sk.com/

만화,채팅 18 　 raw.senmanga.com/

증권사,투자정보 52 　 www.mabux.com/

프록시,원격서비스 1,165 　 proxypr0xy.info/

웹메일 61 　 videoleo.comze.com/

전자상거래 743 　 www.betterskorea.com/

커뮤니티 2,294 52 www.onesitebeta.com/

기타 카테고리 3,870 10 www.ongamenet.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한화투자증권 2

차단 
검증 
완료 
　
　
　
　

메신저 메신저Y 4

원격제어 LogMeIn 2

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삼성선물,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외환
선물, 우리선물, 우리투자증권/티엑스,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현대선물, 현
대증권,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메신저 

AOL,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저, Google Talk, 
IBK바로메신저, ICQ,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메신
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imTEL, msn, skype, 교보증권메신

저, 네이버 LINE, 네티앙-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
070플러스,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스카이프, 세이클럽타키메신저, 야후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화랑이메신저 

원격제어 
ANYVCS, LG유플러스 네트로,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TeamViewer,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pca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HTTP Tunnel, PVPN, RealTunnel, Sconnect 

789

10,064

1

2,838 226,965 539,973 5,282

8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upstat.infoshield.co.kr/P/windowupdateresetinfo.exe/

http://down.luoyabo.com/kpcenter/sjtxtkp_a_31779.exe/

http://www.outsmartyourcancer.com/

http://update.vaccinecenter.co.kr/szxcvb/vaccinecentersetup_pop.exe/

http://vip.dns-vip.net/1124/setup_449.exe/

http://update.ip-checker.co.kr/bin/ip-checker.exe/

http://aminxfreedownload.blogspot.com/

http://www.monitor4u.co.kr/pds/download.asp?idx=191&filename=ScrTestSetup_V2.exe/

http://update.xprefund.com/setup/setup.exe/

http://imgmanager.cafe24.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206 　 downloadoz.net/

음란물 1,774 　 www.luztube.com/

게임 124 　 weo.pmang.com/

도박 943 　 www.am-tbc.com/

만화,채팅 28 　 chat.coroke.net/

증권사,투자정보 114 　 www.stock-korea.com/

프록시,원격서비스 665 　 proxygame.info/

웹메일 8 　 webmail.summithotelseoul.com/

전자상거래 1,077 　 www.apomall.net/

커뮤니티 1,185 1 www.themagiccafe.com/

기타 카테고리 2,459 　 www.skytourmall.com/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파일공유 

diskpump 1

차단 
검증 
완료

웹하드_tcloud 6

웹하드_webhard(데이콤) 2

웹하드_다이하드 3

위디스크 1

클럽박스/피디박스 1

게임 

디지몬마스터즈(신규) 5

사이퍼즈(신규) 3

아스타(신규) 4

아크로드(신규) 1

아크로드2(신규) 30

에오스(신규) 51

파일공유 

Clubfos, e-donkey, 겜플, 럭키디스크, 메가파일, 미투디스크, 본디스크, 
빅하드, 쉐어박스, 알툴바-디스크온, 엔피, 웹하드_2ndrive, 웹하드_dropbox, 
웹하드_ehard, 웹하드_ucloud, 웹하드_upluxbox, 웹하드_디스크팝, 웹하드_

에버노트, 웹하드_토토디스크, 웹하드_하이웍스, 짱파일, 큐파일, 토마토팡, 
투투디스크, 티플, 파일노리, 파일독, 파일조, 프리챌파일구리, 하이디스크 

39,275

108

8,583

2,838 306,240 548,556 5,390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magiccare.net/ver2/app/program/nmgsrv.exe/

http://boascc.net/home/atlu.exe/

http://cdn3.vitaldownload.com/updater/Updater.exe/

http://www.ahpro.co.kr/map/wins.exe/

http://update.myscanner.co.kr/vnass/myscanner.exe/

http://ad79.co.kr/keypang/hk6/ikeypang.exe/

http://dervisinfikri.com/e-book/ihyagazali.rar/

http://www.gungume.com/attachment/cfile9.uf@2074D5164AB4B9F35B6966.exe/

http://down.search-lines.co.kr/download/Searchline_nc_sline03_hinst.exe/

http://secure.rocketdlgo.com/nsi/nsis-html/Part2_8451.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증권 한국투자증권 https://www.truefriend.com/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33 - ww.appzzang.com/

음란물 4,538 - skb14.com/

게임 133 1 www.playhorn.com/

도박 823 - m.b24-444.com/ 

만화,채팅 31 - cartoonsbyhenry.com/

증권사,투자정보 30 - finance.mpr.org/

프록시,원격서비스 542 - fastanonymousproxy.tk/

웹메일 11 - mailcatch.com/

전자상거래 1,323 - www.rpgstore.co.kr/

커뮤니티 1,108 - www.gayago.net/

기타 카테고리 22,231 6 myonecard.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IP/Port) 비고 

파일공유 웹하드_dropbox 1,536

차단 
검증 
완료

증권 E-Trade증권 1

게임 사이퍼즈 4

우회접속 Easy Hide IP  [신규 추가] 1

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R선물,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선물,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크레온, 대우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부국증권

27,934

1,542

10,895

1

2,839 334,174 559,451 6,93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sp-storage.conduit-services.com/Installer/2.8.16.26/SPSetup.exe/

http://sunstar2.tistory.com/attachment/cfile23.uf@171D633B501DE6AC1771BE.exe/

http://ufasoft.com/files/ufasoft_coin_0.33.exe/

http://safe.to.download.downloadastro.com/kmplayer_fr.exe/

http://download.coinbeez.com/CoinBeez.exe/

http://dl.pipi.cn/pipi_dae_264.exe/

http://dl5.v39installer.com/download/simple/go3409/ab50358/zerobase/vioplayerv.exe/

http://www.vuupc.com/ver/1.0.0.260/VuuPCSetup.exe/

http://joydownload.com/d/e1/tinyumbrella-aoc-jd.exe/

http://www.game2a.com/p/ad4game.html/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Proxy hidemeproxy https://www.hidemeproxy.net/ 신규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190 　 bbodisk1.cun.kr/

음란물 2,703 　 www.hongkongpang.com/

게임 109 　 www.funpang.com/

도박 914 　 po-111.com/

만화,채팅 24 3 acomics.co.kr/

증권사,투자정보 50 　 download.hdable.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1,155 　 allproxizn.tk/

웹메일 8 　 www.tempinbox.com/

전자상거래 607 1 cameratour.co.kr/

커뮤니티 1,684 50 memorystory.net/

기타 카테고리 2,934 36 www.dongpang.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우회접속 Hide IP Easy   [신규] 16

차단 
검증 
완료

증권 키움증권 1

메신저 정보화마을메신저 1

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선물,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외
환선물, 우리선물, 우리투자증권/티엑스, 유진투자선물,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
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선물, 
현대증권,BNG/BS/IBK/KB/골든브릿지/애플/코리아RB/토러스/한맥/한양증권 

메신저 

AOL, CHECK 메신저, DAUM 마이피플(PC), FB메신저, Google Talk, IBK바로메신저, 
ICQ, NATE메신저, NimBuzz, SK증권PRIDEN메신저, ThinkPool, Unitel 메신저, im-
TEL, msn, skype, 교보증권메신저, 네이버 LINE, 네티앙-엑셀메신저, 넷마블메신저, 

다이얼070플러스, 메신저Y, 미스리, 삼성POP메신저, 스카이프, 세이클럽타키
메신저, 야후메신저, 천리안 메신저, 토크온, 틱톡(PC), 하이웍스메신저, 화랑이메신저 

원격제어 
ANYVCS, LG유플러스 네트로, LogMeIn, NateOn(내PC제어), RemoteCall, Team

Viewer, Windows Terminal, ZOOK, ezhelp, pca-
ny, 미스터온, 애니서포트, 오렌지리모트 

우회접속 
Anyvpn, DogHole(개구멍), Easy Hide IP, HTTP Tun-

nel, PVPN, RealTunnel, Sconnect 

12,573

10,378

1

2,840 346,747 569,829 6,950

18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www.searchgoo.co.kr/down/searchgooinst01.exe/

http://update.comscan.co.kr/kcmn/comscansetup_pop.exe/

http://update.infoscanner.co.kr/bin/infoscanner.exe/

http://206.161.217.60/csrss.exe/

http://download.goobzo.com/rnd/afgytdrp_22976_setup.exe/

http://winapp.yesform.com/yesform_office/upgrade/yesformoffice_auto_update.exe/

http://d.aboutabs.co.kr/setup_abos_h.exe/

http://down.kan83.com/wuji/setup/TXT_3542.exe/

http://itb35.zc.bz/show/kumkang2.exe/

http://www.advolution.co.kr/download/setup_imi_os.exe/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82 3 torrentv.co.kr/ 

음란물 1821 3 avinfolie.net/

게임 54 - www.ifooz.com/ 

도박 479 8 sports9999.com/

만화,채팅 7 3 gagating.co.kr/

증권사,투자정보 68 - www.excitingvalue.co.kr/ 

프록시,원격서비스 12 - ipproxynew.tk/

전자상거래 888 - parklonmall.com/

커뮤니티 398 - www.followright.com/

기타 카테고리 2246 34 jejugrace.co.kr/

구분 어플리케이션 명 추가된 패턴 수
(IP/Port)

비고 

증권 E-Trade증권 1

차단 
검증 
완료
　

파일공유 클럽박스/피디박스 510

파일공유 위디스크 1

파일공유 

Clubfos,diskpump,e-donkey,겜플,럭키디스크,메가파일,미투디스크,
본디스크,빅하드,쉐어박스,알툴바-디스크온,엔피,웹하드_2ndrive,웹하드_
dropbox,웹하드_ehard,웹하드_tcloud,웹하드_ucloud,웹하드_uplusbox,

웹하드_webhard(데이콤),웹하드_다이하드,웹하드_디스크팝,웹하드_
에버노트,웹하드_토토디스크,웹하드_하이웍스,짱파일,큐파일,토마토팡,
투투디스크,티플,파일노리,파일독,파일조,프리챌파일구리,하이디스크 

13,219

512

6,055

2,840 359,966 575,884 7,462



악성코드배포페이지

http://ad79.co.kr/keypang/hk4/ikeypang.exe/

http://www.6battle.wo.to/file/btcvs.exe/

http://www.utilityupdate.com/data/recom.exe/

http://dl24x7.net/WE/WebexpEnhancedV1alpha199Installer.exe/

http://cypartnerpds.nowcdn.co.kr/WinExpand/weupdate_s2vdk.exe/

http://download.bearshare.com/files/BearShareV10.exe/

http://ad.topclick.kr/down/WindowNetworkManage_code42.exe/

http://dl24x7.net/WE/WebexpEnhancedV1alpha120Installer.exe/

http://220.73.162.5/Download/GuardConvert.exe/

http://www.searchgoo.co.kr/down/searchgsetup.exe/

구분 이름 사이트 비고

웹메일 

조호메일 https://mail.zoho.com 

신규 

QQMail https://mail.qq.com 

ShortMail https://www.shortmail.com 

P2P_와레즈 Cine365 https://www.cine365.co.kr 

쇼핑_경매 아이폰나라 www.iphonenara.co.kr 

카테고리 신규 변경 비고 

웹하드,P2P 432 - www.filekuki.net/

음란물 1,913 - www.bbwhut.com/

게임 320 - www.wangrics.com/

도박 1,390 - www.tvbylc.net/ 

만화,채팅 17 - www.zerodm.net/

증권사,투자정보 67 - richmaking.net/

프록시,원격서비스 757 - webanonyme.com/ 

웹메일 11 38 www.yeah.net/ 

전자상거래 580 - www.magnolia.co.jp/

커뮤니티 256 - www.ryu-jeonreung.kr/

기타 카테고리 2,035 - www.gacf.or.kr/

327

7,778

7

2,847 360,293 583,662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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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추가된 DB 업데이트 최종 누적현황

·암호화통신사이트  2,847  추가 

·악성코드배포페이지  360,293 추가 

·비 업 무 사 이 트  583,662 추가

·넷 앱 스  (NetApps)  7,462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