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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그래  기술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로그램들이 생성

되고 쉽게 유포되어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안상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인증 차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해 정보유출, 괴 등을 목 으로 하는 악성코드를 소 트웨어의 소스코드 벨에서 사 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규형 오토마타 이론을 이용하여 로그램의 흐름을 

측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악성 로그램의 흐름을 규칙으로 정하여 이러한 흐름에 만족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식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로그래  기술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로그램들이 생성

되고 쉽게 유포되어 소 트웨어에 한 보안 취약성

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

고 있다. 따라서 보안상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인증 차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는

데, 이를 해 정보유출, 괴 등을 목 으로 하는 

악성코드를 사 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

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

의 로그램들  불법 인 백도어(Back door), 트

로이목마(Trojan horse) 등과 같은 악성코드를 포함

한 악성 로그램들은 시스템에 치명 인 을 내

포하고 있다. 이는 소 트웨어공학이 추구하는 오류 

방지와 생산성 향상의 두 가지 목표 외에 보안성 확

보라는 제3의 목표가 추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

성에도 불구하고 보안성을 고려한 소 트웨어공학

의 미비로 안 한 소 트웨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안 성 검증 시스템들은 소

트웨어에 한 검증이 기능 인 측면과 물리 인 

피해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능 ‧물리  피해 측면에서의 안 성 검증은 차

가 복잡하고 숨겨진 요소에 한 탐지가 어려울

뿐더러, 이미 피해 후 탐지, 는 피해 후 복구가 되

기 때문에 사 에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진다. 

그러므로 보안상 을  수 있는 악성소 트웨어

에 한 소스코드(source code) 벨에서의 안 성 

검증 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요 정보체계의 

보안상 문제 을 사 에 검출함으로써 보안 안 성

이 보장된 소 트웨어 평가 인증을 한 시스템 환

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토마타 이론을 이용해서 로그

램 소스코드를 정규형 언어로 나타내 로그램의 흐

름을 측  분석하고 이에 따라 악성 로그램의 

악성코드 흐름을 규칙으로 정하여 일반 인 로그

램이 이러한 흐름에 만족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식별

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

는 련연구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악성코드 

식별 기술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하기 해서는 소스코드

를 컴 일  구문 분석하기 해 어휘분석 과정을 

통해 토큰화해야 한다. 어휘분석 과정을 통한 약

된 심볼(토큰의 타입과 값)들은 구문 분석에 달되

고 오토마타 정규형 언어로 표 되어 로그램 각 

흐름의 상태 이를 나타낸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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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마타란 컴퓨터에 한 추상모델이며, 모든 

오토마타들은 몇 가지 필수 인 기능들을 갖는다. 

우선 오토마타는 입력을 받아들이는 장치를 갖는다. 

입력은 주어진 알 벳에 한 문자열이고 입력 일

에 장된다. 입력 일은 셀 단 로 구분되며, 각 

셀은 하나의 심볼을 장할 수 있다. 입력 장치는 

(EOF 조건을 검사함으로써) 입력 문자열의 마지막

을 감지할 수 있다. 오토마타는 어떤 형태로든 출력

을 생성할 수도 있다. 한, 오토마타는 임시 기억장

소를 가질 수 있다. 이 기억장소는 무한개의 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셀은 주어진 알 벳(이는 반드

시 입력 알 벳과 같을 필요는 없다) 내의 한 심볼

을 장할 수 있다. 오토마타는 제어 장치를 가진다. 

이 제어 장치는 유한개의 내부 상태들  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제어 장치는 

어떤 내부 상태에 있게 되며, 입력 장치는 입력 

일의 특정 심볼을 읽어 들인다. 다음 단계에서의 제

어 장치의 내부 상태는 이 함수에 의하여 결정된

다. 이 함수는 재 상태, 재의 입력 심볼, 재 

임시 기억장소에 장된 내용 등에 따라 다음 상태

를 결정한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가 발생

하는 동안 출력이 생성되거나 임시 기억장소의 내용

이 변화될 수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푸쉬다운 오토마타로 입력하여 비

교 단을 하기 해 로그램 소스코드를 정규형 

언어로 나타내 로그램의 흐름을 측 분석한다. 

유한상태 오토마타로는 악성 로그램의 악성코드 흐

름을 규칙으로 정한다. 각각의 푸쉬다운 오토마타와 

유한상태 오토마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2].

2.1 푸쉬다운(push-down) 오토마타

   푸쉬다운 오토마타는 다음 7가지 요소로 정의된

다.

     M = (Q, Σ,  Γ,  δ,  q0, Z,  F)

   Q :  상태들의 유한 집합

   Σ :  입력 알 벳의 유한 집합

   Γ :  스택 알 벳의 유한 집합

   δ :  이 함수, Q×(Σ∪{λ})×Γ→Q×Γ*의 부분집합

   q0∈Q : 기상태

   Z∈Γ :  스택시작심블

   F⊆Q : 최종상태들의 집합

2.2 유한상태 (finite-state) 오토마타

   유한 오토마타는 다음 5가지 요소로 정의된다.

     M = (Q, Σ,  Γ,  δ,  q0, Z,  F)

   Q :  상태들의 유한집합

   Σ :  입력 알 벳의 유한 집합

   δ :  Q×Σ→Q인 이 함수(transition function)

   q0: Q의 원소인 시작상태 혹은 최 상태

   F :  Q의 부분집합인 최종상태 혹은 수락상태

3. 악성코드 식별 기술

3.1 로그램 소스코드 흐름 분석

   로그램 소스코드를 컴 일러의 어휘분석기를 

통해 아래와 <표 1>과 같은 심볼 테이블에 따라 토

큰화하고 심볼 테이블에 없는 새로운 타입이 발생할 

경우 추가 등록하도록 한다.

<표 1> 심볼 테이블 토큰의 타입과 내용

타입 내용

binary 이항 연산자 지정

break_stmt break문 지시

case_label case문 이블 지시

cast 데이터 자료형 강제 변경 지시자

compound_stmt
함수 블록 지시, 조건문이나 반복문 

블록 지시

conditional 조건문 지시

data_decl 변수의 자료형 선언

data_declaration 인자의 자료형

declarator
함수 선언 시 함수명, 함수 인자 선언 

시 인자명, 변수명 지정

default_label switch문의 default 이블 지시

dowhile_stmt dowhile문 지시

enumerator 열거문 지시

expression_stmt
C 로그램 구문(;로 끝나는 로그램 

구문)

for_stmt for 반복문 지시

function_call 함수 호출 발생 지정

function_decl 함수 선언 구문

goto_stmt goto문 지시

identifier 변수와 상수 정의 식별자

if_stmt if 조건문 지시

...................................................

   토큰들은 푸쉬다운 오토마타에 입력하여 비교 

단을 하기 해 정규형 언어로 표 된다.

 

<그림 1> 로그램 소스코드

   <그림 1>의 로그램 소스코드를 정규형 언어로 

표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아래 <그림 2>의 

에서 1번째 라인 'fb'는 function block이라는 토

큰의 타입을 나타내고 'drop_priv'는 이에 해당하는 

함수 이름, 즉 토큰의 값을 나타낸다. 2번째 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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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74984776'은 스택에 장된 메모리 주소를 나

타내고 'function_decl'는 함수 선언이라는 심볼이 

된다.

<그림 2> 토큰화된 정규형 표

   이러한 토큰들은 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램의 

흐름에 따라 순서 로 열거되며 함수와 우선순  종

속 계에 따라 '{'.. '}' 으로 구분된다.

3.2 악성 로그램 악성코드 규칙 정의

    <그림 1>의 로그램은 에서 로그램의 

흐름분석을 해 푸쉬다운 오토마타로 입력을 해 

정규형 언어로 표 하기 한 일반  로그램의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Unix/Linux에서 재 

로세스를 수행한 특정권한을 획득하여 로그램을 

실행시킬 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악성 로그램이

다. 이러한 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악성코드 흐

름을 찾아 규칙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10번째 라인의 'getuid()'는 재 로세스의 실제 

사용자 ID를 얻어오고, 'getpwuid(uid_t uid)'는 사

용자 UID 와 일치하는 엔트리를 '/etc/passwd' 에

서 가져오고 각 필드의 내용을 분리해서 'passwd' 

구조체에 한 포인터를 통해서 반환한다.

 16번째 라인은 'seteuid(uid_t euid)'는 유효 사용자 

ID 설정을 하기 해서 사용된다. 유효 사용자 ID는 

일 생성과 근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23번째 라인 'execv(argv[1], argv + 1)'은 실행하게 

되면 재 로세스 이미지를 두 번째 인자 값의 새

로운 로세스 이미지로 바꾼다. 10번째 라인의 'if' 

조건문의 결과가 만족하여 재 로세스의 실제 사

용자 ID를 획득한 상태에서 16번째 라인이 수행되지 

않으면 유효 사용자 ID로 권한이 환되지 않아 23

번째 라인에서 재 로세스의 실제 사용자 권한 

하에 인자 값으로 주어진 로그램이 실행되게 된

다. 따라서 에서 열거된 문제의 속성들은 유한상

태 오토마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t'는 이(transition)를 의미한다.

<그림 3> 악성코드 이 규칙

   <그림 3>에서 16번째 라인에 한 'seteuid'에서 

'euid_0'은 유효 사용자 ID로 환되지 않은 상태, 

'euid_1'은 유효 사용자 ID로 환된 상태를 말한다. 

2번째 라인의 이는 심볼 테이블에 따라 함수 호출 

'seteuid(getuid())'에 의한 유효 사용자 ID로의 환

에 한 표 이고, 5번째 라인은 함수 호출 

'seteuid(0)'에 의한 'root' ID로의 환에 한 표

이다. 4번째와 6번째 라인의 이는 2번째와 5번째

에 정의된 속성들 이외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속성

에 의해 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써 

'other'로 표 된다.

   23번째 라인에 한 'execv'에서 'before_exec'는 

'execv'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 'after_execv'는 

'execv'가 실행된 상태를 말한다. 9번째 라인과 11

번째 라인의 이는 심볼 테이블에 따라 함수 호출 

'execv(argv[1], argv+1)'에 의한 재 로세스의 

실제 사용자 권한으로 인자 값으로 주어진 로그램 

실행에 한 표 이고, 'ellipsis'는 'execv(....)' 함수

내에 어떠한 인자가 들어와 로그램이 실행될지 모

르기 때문에 생략의 의미로 사용된 심볼이다. 10번

째와 12번째 라인의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와일드카드로써 'other'로 표 된다.

 에서와 같이 'seteuid'와 'execv'의 이가 정규

형 언어로 표 되면, 유효 사용자 ID로 권한이 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로세스의 실제 사용자 

권한 하에 인자 값으로 주어진 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문제의 흐름은 14번째 라인에 기 상태 'q' 

15번째 라인에 최종상태 'f'로 악성코드 이 규칙

으로 정의한다.

3.3 악성코드 식별

   여러 악성코드 이 규칙이 분석되고 정의되어 

특정한 룰 데이터로 장되면, 푸쉬다운 오토마타에 

입력을 해 소스코드는 <그림 2>와 같이 흐름을 

가진 토큰화된 정규형 언어로 표 되고, <그림 3>

과 같이 유한상태 오토마타에 의해 앞에서 정의된 

규칙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

우에 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악성 로그램으

로 간주되고 해당되는 속성의 코드를 악성코드로 정

의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다음 <그림 4>는 이러한 

악성코드를 식별하는 기법의 순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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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악성코드 식별 메커니즘 순서도

   <그림 5>는 이러한 기법에 따라 구 된 악서코

드 검증 시스템의 로토타입 실행화면이다.

<그림 5> 악성코드 식별 시스템 GUI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로그램의 소스코드 내부에서 악

의의 목 으로 포함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식별하여 

실행 에 안 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 제

안하 다. 이는 기존의 기능 ‧물리  피해 측면에

서의 단순한 안 성 검증기법의 문제 을 해결하

으며, 한 로그램 구조의 흐름을 분석하여 오토

마타 이론에 따라 이 규칙을 생성함으로써 악성코

드의 흐름과 일치하는 로그램의 구조에서 악성코

드를 식별하여 안 성을 검증함으로써 오용검증 편

차가 큰 단순 패턴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기법과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기법으로 설계  구

을 통해 기존의 기법들과의 성능비교분석이 이루

어져야 하고, 더 다양한 악성 로그램의 코드를 식

별하여 안 성을 검증하기 해 악성코드 규칙 정의

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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