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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웹사이트 방문자의 CPU 파워를 몰래 빌려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수법 

 웹사이트 방문자의 PC 자원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스크립트가 더욱 악성화 되어, 

브라우저를 닫아도 비밀 리에 PC 자원을 활용하여 채굴을 계속하는 수법이 발견되고 있음 

 2018년부터 나스닥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보도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등함

에 따라 해커는 물론 합법적인 웹사이트 운영자들조차도 마음을 뺏기고 있음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통화를 마이닝 하기 위한 시스템 파워를 웹사이트 방문자의 컴퓨터에서 

빌려 주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가상통화 마이닝 서비스는 이미 사이트가 이용하고 있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렌트 다운로드 사이트인 ‘파이어릿 베이(The Pirate Bay)’는 브라

우저 기반의 가상통화 마이닝 서비스인 ‘코인하이브(Coinhive)’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밖에도 방문자 트래픽이 많은 수천 개의 웹사이트들은 이제 배너 광고 대신에 브라우저 기

반의 가상통화 마이닝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고 있음 

 이런 방식의 가상통화 마이닝 서비스는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 있을 때에만 가상통화를 

채굴할 수 있어서, 브라우저 창을 닫아 사이트를 떠나 버리면 채굴을 위한 컴퓨터 자원에 접근

할 수 없게 되어 마이닝 작업이 멈춰 버리는 단점이 있었음 

 그러나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멀웨어바이트(Malwarebytes)’에 따르면, 방문자가 브라우

저 창을 닫아도 백그라운드에서 가상통화 채굴 소프트웨어를 계속 실행시키는 교묘한 속임수

를 갖춘 웹사이트들이 최근 발견되고 있음 

 멀웨어바이트에 따르면, 어떤 웹사이트들은 작업 표시줄의 뒤에 숨겨진 ‘팝 언더’ 창을 이

용하여 방문자 PC의 컴퓨터 파워를 사용해 가상통화 마이닝을 계속한다고 함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보안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방법은 알아차리기 어

렵고, 교묘하게 숨어 있어 대부분의 광고 차단기를 우회한다고 함 

 가상통화 채굴 서비스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호스팅되는 엔진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팝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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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CPU 사용률 게이지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 발각되지 않도록 임계값을 

중간 레벨로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교묘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대책 방법은 작업 표시줄에 브라우저 아이콘이 남아 있다면 닫아버리거나, 작업 관리자를 실행

하여 실행중인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남아 있는지를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함 

(The Hacker News, 11. 22. & The Merkle,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