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CAD 바이러스 분석

1

AutoCAD 바이러스 분석

글  |  쎈툴즈 김민철 님(KMC캐드중수)

01. AutoCAD 바이러스란?

AutoCAD 바이러스 (이하 “캐드 바이러스”) 란 단어를 이미 들어본 사람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무슨 오토캐드도 바이러스란 게 있어?” 하고 의아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캐드 바이러스 숙주파일은 exe 처럼 실행 가능한 파일형태가 아니라, AutoCAD의 사

용자화를 가능케 하는 “Auto Lisp” 파일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안철수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 캐드 바이러스는 2004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 되었다고 한다.

일반 윈도우 바이러스와 같이 캐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Lisp 프로그래밍에 꽤 능숙한 사람의 짓임에는 틀림이 없다.

초기에 발견된 캐드 바이러스의 영향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무방할 만큼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 및 캐드 포털사이트 “질답(Q&A) 게시판” 에 캐드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으로 추측되는 

질문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사례 역시 다양하게 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캐드 바이러스도 진화 했고 증상 또한 가벼움 에서 심각함으로 그 피해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02. AutoCAD 바이러스 발견 이야기

“캐드 바이러스”라는 사전적 단어는 없다. 실제 캐드 바이러스가 발견된 다음 해인 2005년부터 캐드 바이러스가 극도

로 확산되면서 “캐드 바이러스”란 신조어(?)가 캐드 사용자들 안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해 필자는 “철골설계” 관련업종에서 디테일러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캐드가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무시하다가 결국은 사무실 전체에 동

일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때서야 관심 있게 증상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현상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 캐드를 실행하면 명령 프롬프트에 “명령 실행오류” 라는 문구 출력.

■ 캐드를 처음 실행 시 또는 도면을 열 때 캐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전에 없었던 딜레이 발생.

■ acad.lsp 에 정의해 놓은 단축키 및 명령이 실행이 안 됨.

■ 도면을 열어본 폴더마다, “acad.lsp” 파일이 존재.

위와 같은 증상이 초기 발견된 캐드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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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원인은 폴더마다 생성된 “acad.lsp” 이 원인이었으며, 사용자 경로에 지정한 acad.lsp 보다 현재 열어본 폴더 속

의 acad.lsp 이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정한 acad.lsp이 로드 되지 않아 자신만의 단축키나 명령이 듣질 

않았던 것이다.

폴더마다 lsp 파일이 생성되는 원인 또한 이 “acad.lsp” 코드 속에 정의된 함수의 결과였고, 캐드 활성화 딜레이 현상

은 자신을 현재 작업중인 폴더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걸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초기 캐드 바이러스는 총 5종류이며, 현재 일반 백신프로그램에서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

하다. 참으로 다행일 수가 없다.

그런데, 캐드 바이러스 제작자(?)가 눈치 챘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캐드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백신프로그램이 이 바이러스를 놓아(?)주는 것

이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지?” 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요리조리(?) 피하는 놈을 검토해 본 결과……

“허허허~” 하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게 왠걸…. 캐드 바이러스도 신. 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코드와 비교해본 결과 증상은 비슷하나, Lisp 

내용의 함수명 및 정의 문구가 달랐던 것이다 -_-; (필자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썼으니 양해 바란다.)

또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증상을 보였다. 기존 초기 바이러스는 인터넷에도 치료방법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대로 숙주파일만 찾아서 삭제만 하면 증상은 해결되었으나, 이 바이러스는 그 방법대로 해도 캐드 명령창에 

오류문구를 계속 출력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필자는 캐드 바이러스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아졌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원인파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AutoCAD가 실행 시 항상 로드하는 acad.mnl 속에서 acad.lsp을 불러오는 코드를 발견하였다.

“acad.lsp” 숙주파일을 모두 삭제한 상태이니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로드하려는 mnl 속의 이 코드는 당연히 “오류: 

LOAD에 실패함: “acad””를 출력할 수 밖에………;;

백신프로그램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니 본 업무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전체 사람들 컴퓨터에 가서 모

두 수작업으로 해당 증상을 해결해 주었다.

또 이런 현상이 발견되면, 반복적인 수작업 치료 업무(?)가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매우 귀찮았다.

필자는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은 우리 사무실뿐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시 필자가 캐드 프로그래머로 전향

한 상태여서 있는 지식을 쥐어짜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AutoCAD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

포하기 시작하였다. 때는 2007년 12월……..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확인된 배포 개수가 8000 개를 넘어섰다.

그만큼 캐드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증거이다. 아마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캐드 바이러스가 감염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묵묵히 캐드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로 하여금 캐드 바이러스가 사무실 전체에 퍼지고, 나아가 전국 곳곳으로 퍼진다는 것을 모른 상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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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 변종 AutoCAD 바이러스 감염 증상 및 유입경로

캐드 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을 배포시작 후 몇 개월 후부터 기존 프로그램으로 진단되지 않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 

숙주파일이 사용자들로부터 접수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2009년 8월에 발견한 신종 캐드 바이러스 중 하나는 가히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초기 바이러스의 캐드 딜레이 증상은 “치킨”에 불과했다.  

예전에는 불과 몇 초 남짓한 딜레이가, 무려 5분에서 30분까지 늘어난 것이다.

참을성 좋은 캐드 사용자는 묵묵히 기다리다가 캐드가 운좋게(?) 활성화되어서 작업을 시작하려다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한다.

LINE, EXPLODE 같은 기본적인 캐드 명령어가 듣질 않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캐드 사용자는 어쩔 줄 모르고 캐드를 재설치 하거나, 나아가 아예 PC를 포맷을 하게 된다.

2009년 11월 현재까지 접수되고 발견된 신.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증세는 아래와 같다.

① 캐드 처음 실행 및 도면 오픈시 5~30분 딜레이 후에 활성화 된다. 

② SDI 시스템변수를 0으로 세팅해도 1값으로 다시 변해서, 도면 오픈시에 캐드 프로그램도 다중실행이 

   된다. 

③ 캐드 명령 창에 아래와 같은 오류 프롬프트가 출력된다.(한글판 기준) 

   ■ AutoCAD 메뉴 유틸리티가 올려짐. 명령 실행 오류 

   ■ VBA 시스템 초기화중...실행 오류 

   ■ 오류: LOAD에 실패함: “acadapq” 

   ■ 오류: LOAD에 실패함: “acadapp”

   ■ 오류: 함수가 취소되었습니다. 

   ■ 오류: 매크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오류: 잘못된 문자 읽기 (8진):35  

   등등....  

④ 만들어 놓은 자동로드 리습명령이 듣질 않는다.(acad.lsp acaddoc.lsp 등) 

⑤ Line, Explode, Burst, Xbind, Xref, attedit 등의 명령을 실행하면 “알수 없는 명령” 이라고 나오거나 

   엉뚱한 입력을 요구한다. 

⑥ 도면을 열어본 모든 폴더 및 캐드 시스템 폴더에 아래와 같은 파일이 생성된다. 

   ■ acad.lsp 

   ■ acaddoc.lsp 

   ■ acadapp.lsp 

   ■ acadapq.lsp 

   ■ acadiso.lsp 

   ■ acaddoc.fas 

   ■ acad.fas

   ■ acad.vlx 

   ■ logo.gif

   ■ acad.reg 

   ■ boot.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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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종이 발견이 되고 그에 알맞은 수동치료 방법도 인터넷에 업데이트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 후에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자꾸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캐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네트워크 공유, 서버 스토리지, 이동식 하드 등으로 프로젝트 파

일을 공유해서 작업을 한다. 직접적인 재감염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수동치료로 모두 해결을 했다고 가정하자. 자신의 컴퓨터에 “작업방” 이란 폴더를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폴더를 열어두었다.

그런데 그 폴더에 있는 파일을 캐드를 통해서 열어본 직원의 컴퓨터에 이미 캐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있다면, 네트워

크고 뭐고 간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또 다시 숙주파일이 공유된 폴더로 복제돼 버린다.

그 상태에서 “아~♪내 컴퓨터는 캐드 바이러스가 없어~! 아이 참 깨끗해 ^^” 라고 방심한 상태로..

그 폴더의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응?……………어라??………………헉!?…………설마!!…………젠장 ㅠㅜ!!!!! OTL“ 

이렇게 해서 재감염을 확인하면 또다시 “전체 검색” 파일 삭제, 수정을 통해서 소중한 본 업무시간을 쓸데없이 갉아 

먹게 되는 것이다.

재감염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외부파일을 받으면 보통 압축파일로 온다. 웹하드, 메일 등으로 받은 압축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압축파일을 푼다. 폴더 내용은 보지도 않고 캐드로 바로 오픈하는 게 대부분이다.

탐색기 상태에서 압축을 푼 폴더를 보면 DWG 파일 외에 다른 파일도 모두 보이지만, 캐드의 OPEN 창에는 DWG만 

보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열면 또 다시 감염이 되는 것이다.

다음 또한 재감염 사례이다. 

이러한 캐드 바이러스 증상 때문에 결국 해결을 못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캐드를 재설치하고, 포맷을 수행

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에는 사용자 대부분은 작업한 폴더를 백업하거나, 이동식 디스크로 복사해 놓는다…. 

혹시 이쯤에서 “아차!”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백업데이터에 캐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캐드 바이러스 증상을 없애기 위한 캐드 재설치 및 PC 포

맷은 전혀!!!! 쓸모 없는 대책이다. 왜냐고 정확히 묻고 싶은가?

깨끗하게 C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캐드를 재설치를 하면 뭐하나? 실제 범인은 백업데이터에 있는데 -_-; (감정표현 

양해 바란다.)

이렇게 캐드 바이러스는 보면 별 증상 없는 상태에서 여러모로 귀찮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꽤 위험한 존재로 

발전 되었다.

현재까지도 변종 접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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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utoCAD 바이러스 변종 발생 배경

마지막으로 변종바이러스 발생원인과 캐드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변종 바이러스 중 실제로 직접 만들어진 변종도 있고, 또한 만들어진 변종이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고 의문이 들 것이다.

mnl이나 캐드 시스템 파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 코드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현재 작업되고 있는 파일의 폴더 및 캐드의 시스템 폴더에 복사되거나 코드를 심는 경우, 친절하게도(?) 

이미 그곳에 숙주파일이 있거나, 자신과 동일한 코드를 가진 감염 파일이 있으면 생성 및 복사를 하지 않도록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 제작자님 -_-;)

이런 배려 아닌 배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에 올라온 캐드 바이러스 대책 방법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캐드 실행시 멈추면 “ESC” 키를 마구 누르세요!!!!! 그러면 실행됩니다!” 라는…….

참 기막힌 방법이다. 캐드 명령이나 도면 오픈 시에도 “ESC 키”를 누르면 실행이 중단된다. 

“바이러스도 어차피 LISP 명령이기 때문에 “ESC 키”를 누르면 취소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이용한 대책이었다. 

이 대책으로 눈에 보이는 활성화 임무는 우선 성공 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한 대처는, 결국 엄청난 캐드 바이러스 변종을 탄생(?)시키는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

캐드 바이러스도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현재 파일위치 알아오기, 캐드 시스템경로 알아내기, 숙주파일 내용 저장하기 또 복제하기….

ESC 키를 누르는 타이밍에 불행하게도 “내용저장하기 또는 복사하기”를 바이러스가 열심히(?) 수행중이었다면, 바이

러스라고 해도 캐드에서 “취소해! 취소해!” 라는 엄마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이 중단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힝~ 아직 내 씨를 다 심지도 못했는데 ㅠㅜ;” 하고 징징대면서 중단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숙주파일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해야 하는데, 도중에 중단돼서 파일 내용이 중간에 잘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캐드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도 완전하지 못한 바이러스 숙주파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놓

아주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 바이러스가 자신의 코드를 복제할 때 자신이 복제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뒤

로 계속 코드를 추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다가 결국 바이러스 파일은 메가바이트 단위로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오토캐드는 모든 시스템 리소스를 알 

수 없고 용량이 커진 바이러스 리습 코드를 해석하는 데에 모조리 퍼붓다가 리소스 부족으로 스스로 다운되는 것이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탄생된 변종이 무려 500개가 넘으며, 이것들 또한 일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에서는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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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utoCAD 바이러스 감염 대책

캐드 바이러스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감염 사례를 역으로 감염 전에 미리미리 폴더를 확인하고 

열어야 하는 캐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사용자들 중에 이렇게 예방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도 자신만 알고 있을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캐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괜찮아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대처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손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된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위와 같은 캐드 바이러스 감염 시 깨끗하게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재감염 시 그 즉시 

실시간으로 캐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기능을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혼자 사용하면 적어도 자신의 컴퓨터에서는 캐드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대응하게 해주고, 

사무실 전체가 사용하면 부서 및 회사 전체에서 캐드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7월부터 새롭게 리뉴얼되어 배포가 시작됐고, 4개월 동안 약 7000 copy가 배포되었다.

■ 자신의 PC 캐드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검사하고 싶은 자.

■ 수동으로 캐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매우 귀찮은 자.

■ 수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주위사람에게 간단한 방법이라도 알려주고 싶은 자.

■ 자신 뿐 아니라 사무실 내의 캐드 바이러스를 모두 박멸하고 싶은 자.

■ 캐드 바이러스 감염을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싶은 자.

자신이 위 사항에 해당 된다면 http://www.sentools.co.kr/ 에서… 

“SENCURE PROTECTOR (쎈큐어 프로텍터)”란 프로그램을 한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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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utoCAD 바이러스 요약표

■ SENCURE PROTECTOR AutoCAD 바이러스 요약표
(2009년 11월 발표)

바이러스 그룹 개별명칭 특정 증상 공통 증상
캐드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바이러스
확산 정도

ACAD.Offender A-Z

 캐드 시스템 파일 손상,

 특정 명령어 작동불가,

 캐드 실행 시 매우 긴 딜레이.

숙주파일복제

명령창 오류 출력

매우높음 보통

ACAD.Turbulence A-Z
 Express 감염,

 캐드 실행 시 약간의 딜레이.
높음 보통

ACAD.Hider A-Z
 숙주파일 컴파일,

 캐드 실행 시 약간의 딜레이.
높음 낮음

ACAD.Bursted A-Z
 mnl 손상, 

 캐드 실행 시 약간의 딜레이.
보통 매우높음

ACAD.Breed A-Z  mnl 손상, 단순 자가 복제. 낮음 매우높음

         ※ AutoCAD 바이러스 연구 : 스틸스타 연구 개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