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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변종 악성코드가 크게 증가하고 하나 이상의 악성코드로 이루어진 그룹 형태의 악성코드들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그룹 형태의 악성코드와 변종 악성코드에 한 효과 인 응을 해서

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을 리하고 안티바이러스 업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용량 악성코드 분석 정보로부터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효율 으로 리

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다. 악성코드 그룹 정보는 악성코드 행 를 기반으로 연계된 악성코드 

정보들로 생성되고, 악성코드 변종 정보는 CFG 분석을 통한 악성코드간 유사도 정보로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악성코드 응 시스템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1. 서론

 악성코드(Malware)란 악성 는 악용 가능한 소 트웨

어의 집합으로서, 바이러스, 웜, 스 이웨어, 악성 애드웨

어 등 사용자와 컴퓨터에게 잠재 으로 험이 되는 모든 

소 트웨어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양

한 악성코드가 빠르게 제작, 유포되고 있다[1,2,3].

 특히 악성코드가 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

고 악성코드 변종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로그램까지 등

장하면서 변종 악성코드는 하루가 다르게 속히 증가하

고 있다[4,5]. 한, 악성코드는 하나의 일로서 모든 악

성 행 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둘 이상의 악성코드가 

유기 으로 실행되는 그룹 형태의 악성코드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 형태의 악성코드와 변종 악성

코드에 한 효과 인 응을 해서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을 리하고 안티바이러스 업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2,4].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분석 정보로부터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악

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을 제안하다. 본 논문에

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은 악성코드별 행 와 연 되는 악

성코드들을 그룹화하여 리하고 악성코드간의 

CFG(Control Flow Chart) 분석을 통한 유사 정도에 따라 

변종 계의 악성코드들을 체계 으로 리한다.

✝ “본 연구는 한국방송통신 진흥원의 방송통신기술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지능형 악성코드 자동 분석  경유/유포지 탐

지 기술 개발 과제(10914-06001)에 의해 지원되었음”

 따라서, 본 시스템을 통해 특정 악성코드에 한 행  연

계가 있는 악성코드 그룹 정보와 그 변종 악성코드들

을 신속하게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 다양해지고 있

는 악성코드들에 한 체계 이고 효과 인 처가 가능

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 기술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제안하는 악성코드 그

룹  변종 리 시스템 설계와 구 을 차례 로 설명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에 해 기술한다.

2. 련연구

 국내외에서 악성코드 변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지

능 이고 융복합된 악성코드가 등장하면서 안티바이러스 

업체에서 악성코드를 개별 분석하는 것은 실 으로 어

렵게 되었다[3,5]. (그림 1)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 

악성코드 샘  수집 통계를 보여 다.

(그림 1) 신규 악성코드 샘  수집 통계

- 879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그림 1)과 같이 신규 악성코드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되었으며 2010년에는 매달 150만개 이상의 신규 악성

코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리고 최근 

발견되는 많은 수의 악성코드는 기존 악성코드의 변종인 

경우가 많고 다양한 악성코드들의 집합체 형태를 가지는 

악성코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악성코드 그룹  변종을 자동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오스트리아의 Vienna 학교, 랑스의 Eurocom

사 등으로 구성된 ISEC lab에서 자동화된 행  분석 시스

템을 개발하여 공개하 으나, Conficker, Storm등과 같은 

커  벨 실행 은닉 기술을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분석하

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공 , 퍼듀 

학교 등에서 자동화된 악성코드 정  분석  행  분

석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SA

가 행  기반 넷 자동 분석 기술을 개발하 고 재 정

/동  분석이 결합된 악성코드 자동 분석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2,4].

 그러나 증하는 악성코드에 한 분석 결과에서 악성코

드 그룹  변종 리는 미흡한 실정이고 그룹 형태의 악

성코드와 변종 악성코드에 한 효과 인 응을 한 공

유 연구도 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악성코드 그룹과 변

종 정보를 효과 으로 리하고 안티바이러스 업체와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히 요구된다.

3.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

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  악성코드 분석 정보

로부터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결과를 DB에 장한다. 그리고 장된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로부터 리자가 쉽게 악성코드 그룹  변종을 

검색하고 결과를 악할 수 있도록 편리한 GUI를 제공한

다. 한 주기 으로 악성코드 그룹  변종에 한 통계

를 생성하고 안티바이러스 련 외부 업체로부터 악성코

드 그룹  변종 정보를 요청받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 구성도

 

 (그림 2)와 같이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은 

악성코드 그룹/변종 장 모듈, 악성코드 그룹/변종 리 

모듈, 악성코드 그룹/변종 통계 모듈, 악성코드 그룹/변종 

공유 모듈, 시각화 모듈, DB 리 모듈과 악성코드 그룹/

변종 DB로 구성된다. 먼  각 모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악성코드 그룹/변종 장 모듈은 악성코드 분석 정보로

부터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악

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DB 리 모듈을 통해 악성

코드 그룹/변종 DB에 장한다. 악성코드 그룹/변종 리 

모듈은 악성코드 그룹/변종 DB에서 리자가 요청하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시

각화 모듈을 통해 화면에 보여 다. (그림 3)과 (그림 4)는 

악성코드 그룹과 변종을 시각화하기 한 처리 흐름도를 

순차 으로 보여 다.

(그림 3) 악성코드 그룹 시각화 처리 흐름도

 (그림 3)과 같이 먼  리자가 선택한 악성코드를 포함

하는 악성코드 그룹들을 검색한다. 만일 악성코드 그룹이 

존재하면 해당 악성코드 그룹의 최  악성코드인 기원

(Origin) 악성코드를 찾고 해당 기원 악성코드 행 와 

계된( 를 들어, 일 다운로드 는 생성 등) 악성코드를 

악성코드 리스트에 추가하고 시각화한다. 만약 기원 악성

코드 행 와 계된 일이 악성코드가 아니면 단순히 시

각화만 수행한다. 악성코드 그룹 시각화 과정은 악성코드 

리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악성코드를 상으로 수행된다. 

(그림 4)는 악성코드 변종을 시각화하기 한 처리 흐름도

를 보여 다.

(그림 4) 악성코드 변종 시각화 처리 흐름도

- 880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그림 4)와 같이 리자가 선택한 악성코드에 해 최  

변종인 변종 기원을 검색한다. 선택된 악성코드의 변종 기

원은 기존에 악된 변종 기원들과 CFG 분석을 통해 유

사도가 가장 높은 악성코드로 선택된다. 변종 기원이 검색

되면 이를 시각화 모듈을 통해 화면에 출력한다. 한, 검

색된 변종 기원과 임계치 이상의 유사도를 갖는 악성코드

를 변종으로 간주하고 이들 악성코드와 CFG 유사도를 검

색하고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이때, 변종 악성코드들은 

CFG 유사도가 높은 순서 로 출력된다. 변종 악성코드가 

더이상 검색되지 않으면 변종 정보 검색을 종료한다.

 그리고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로서 악성코드 그룹/변종 통계 모듈은 주기 으로 악

성코드 그룹  변종 통계를 생성하고 생성된 통계를 

장하는 모듈이고 악성코드 그룹/변종 공유 모듈은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요청받은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응답해주는 모듈이다.

 마지막으로 악성코드 그룹/변종 DB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장하는 장소로서 주요 테이블은 악성코

드 그룹  변종 ERD와 악성코드 행  ERD에 포함된다. 

(그림 3)은 악성코드 그룹  변종 ERD를 보여 다.

(그림 5) 악성코드 그룹  변종 ERD

 (그림 5)와 같이 악성코드 그룹  변종 ERD는 악성코

드 테이블, 악성코드 그룹 계 테이블, 악성코드 그룹 테

이블, 악성코드 변종 Origin 테이블, 악성코드 변종 그룹 

테이블, Non악성코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악성코드 

테이블은 악성코드 ID를 키 값으로 가지며, 악성코드에 

한 정보를 장하는 테이블이다. 악성코드 그룹 계 테

이블은 악성코드 테이블과 악성코드 그룹 테이블 간의 

계를 설정하는 테이블로서 악성코드 ID와 악성코드 그룹 

ID를 키 값으로 갖는다. 하나의 악성코드는 여러 악성코

드 그룹에 속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그룹 계 테이블과 

악성코드 테이블은 N:1의 계를 갖는다. 

 악성코드 그룹 테이블은 악성코드 그룹 ID를 키 값으로 

가지며, 악성코드 행 를 통해 서로 연 된 악성코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악성코드 그룹 테이블은 악성코드 그룹

계 테이블과 1:N의 계를 갖는다. 악성코드 변종 

Origin 테이블은 변종 Origin ID를 키 값으로 가지며, 변

종 기원과 유사도를 갖는 변종 악성코드에 한 정보를 

장하는 테이블이다. 하나의 변종 기원과 유사도를 갖는 

여러 가지의 악성코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변

종 Origin 테이블은 악성코드 테이블과 1:N의 계를 갖

는다.

 악성코드 변종 그룹 테이블은 서로 변종간인 악성코드 

ID들을 키 값으로 가지며, 서로 변종 계에 있는 악성코

드간 CFG 유사도를 장하는 테이블이다. 하나의 악성코

드는 여러 변종과 CFG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악

성코드 변종그룹 테이블은 악성코드 테이블과 N:1의 계

를 갖는다.

 Non악성코드 테이블은 Non악성코드 ID를 키 값으로 가

지며 악성코드가 아닌 일반 일에 한 정보를 장하는 

테이블이다. 하나의 악성코드는 행 를 통해 여러 일반 

일과 연 될 수 있으므로 Non악성코드 테이블은 악성코

드 테이블과 N:1의 계를 가질 수 있다.

 다으므로 (그림 6)은 악성코드 행  ERD를 보여 다. 

(그림 6) 악성코드 행  ERD

 (그림 6)과 같이 악성코드 행  ERD는 일 행  테이

블, 로세스 행  테이블, 네트워크 행  테이블, 지스

트리 행  테이블, 메모리 행  테이블로 구성된다. 각각

의 테이블은 각 행 에 따른 특성을 장할 수 있는 다양

한 필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행 를 수행하는 다른 악

성코드 ID 필드도 가질 수 있다. 즉, B라는 악성코드가 C

라는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하는 행 를 할 경우, B 악성

코드의 일행 와 연 된 다른 악성코드 ID 필드에는 C

가 장된다. 하나의 악성코드는 여러 행 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행  련 테이블은 악성코드 테이블

과 각각 N:1의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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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리 시스

템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용이하도록 웹 환경에서 구

되었다. 외부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으로부터 달받는 악

성코드 분석 정보와 공유되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

보는 XML 형태로 송수신된다. 그리고 리자가 쉽게 악

성코드 그룹  변종을 검색하고 결과를 악할 수 있도

록 시각화 기능을 구 하 다. (그림 7)과 (그림 8)은 악성

코드 그룹과 변종을 시각화한 제를 차례 로 보여 다.

(그림 7) 악성코드 그룹 시각화 제

 (그림 7)과 같이 리자가 악성코드 “kisa-1904"를 선택

하면 해당 악성코드가 포함된 악성코드 그룹 “gr-1904"가 

검색된다. 악성코드 그룹의 기원 악성코드가 리자가 선

택한 악성코드 “kisa-1904”와 같기 때문에 해당 악성코드 

의 행 로 생성된 일 “systest.sdb”, “rexigffzipus.sys”, 

“548.exe”, “mai2.tmp”가 화면에 시각화된다. 그리고 리

자가 선택된 악성코드 “kisa-1904"와 유사도를 갖는 변종 

악성코드 리스트를 보여 다. (그림 8)은 악성코드 변종을 

시각화한 제를 보여 다.

(그림 8) 악성코드 변종 시각화 제

 (그림 8)과 같이 리자가 악성코드 “kisa-1904"를 선택

하면 해당 악성코드와 가장 유사한 악성코드 기원 “456”

과 CFG 유사도 “0.17”를 최상단에 보여 다. 한, 악성코

드 기원 “456”과 CFG 유사도를 갖는 다른 악성코드의 ID

와 CFG 유사도 리스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변종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악성코드 그룹 정보

는 악성코드 행 를 기반으로 연계된 악성코드 정보들로 

생성되고, 악성코드 변종 정보는 CFG 분석을 통한 악성코

드간 유사도 정보로 생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

템은 악성코드 그룹  변종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공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악성코드 응 시스템과 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악성코드 행   일과 로세스 행

에 국한된 그룹 정보를 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

한 악성코드 행 를 고려하고 실제 안티바이러스 업계나 

기 의 요구사항을 반 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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