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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커  모드에서 악성 이 호스트를 염 시키는 순간 나타나는 일반 인 행동 특성들

을 기반으로 효과 인 악성  탐지가 가능한 로그램을 구 하 다. 구 된 로그램은 

false-positive(오탐지)를 이기 해서 악성 의 염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행동, 지스트리 등록, 
uninstall 등록, 복제된 일의 경로 정보 그리고 사용할 API 임포트 정보 등과 같은 악성 행  탐지 기

 6가지를 고려한다. 

 

1. 서론

 최근 악성 은 다양한 악성 행동을 하는 상당히 발

된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안티 바이러

스들의 악성 로그램 분석을 방해하기 해 분석 환경에

서 비활성화 되거나 분석을 지연시키고 실제 사용자 환경

에서는 자신을 은닉하며 원본을 제거하거나 지스트리, 

일 생성  수정행동을 숨겨 일반 로그램과 잘 구별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다. 기존 악성 

로그램의 탐지 기법에는 크게 정  분석, 동  분석 탐지 

기법이 있다. 악성 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에 사용될 

행동들의 시그니처를 통해 탐지하는 정  분석기법은 코

드 난독화 회피기법을 이용하여 쉽게 회피되며 로그램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악의  행동을 단하는 동

 분석기법은 불필요한 행동들을 보여 일반 로그램과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회피 략들을 갖고 있다. 동  분석 

기법을 통한 탐지 기법은 탐지 기법 자체가 복잡하며 

false-positive가 높은 비효율 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

어 일반 로그램의 정상 인 운 을 해하는 단 을 가

지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최 한 false-positive를 이며 효율

으로 악성 로그램이 호스트 컴퓨터를 염시키고 악성 

행 를 하기 에 호스트 컴퓨터를 염하는 행동을 탐지

하여 염에 뒤 따르는 피해를 미리 막기 해 부분의 

악성 로그램의 염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복제 행동, 

지스트리 등록, 복제된 일의 경로, uninstall 정보의 등

록, 사용자 환경에서의 루트킷 그리고 API 임포트 정보 

등을 고려한 악성 의 6가지 행 [13]에 한 API를 커

모드에서 수집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 하 다.

구 된 로그램은 6가지 악성 행 를 모니터링하여 실

행된 로그램이 악성 인지 아닌지를 단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악성 의 염 행동기반 탐지 알

고리즘[13]을 설명하 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알고

리즘을 용하여 구 된 커 모드에서의 API 수집 로그

램을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악성 의 염 행동기반 탐지 알고리즘[13]

2.1 악성  염 행동 모델

  본 장에서는 악성 이 호스트 컴퓨터를 염시키는 동

안 발생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특성화 하여 일반 로그램

의 설치와 구별하여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로그램

의 설치 행동을 분석하기 해서 로세스의 행동들을 감

시하는 ProcessMonitor, 일 시스템의 변화를 감시하는 

Filemon, 그리고 지스트리 련 정보를 감시하는 

Regmon을 사용하 으며, 가상환경이 아닌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로그램의 설치 행동을 분석하기 해 detour 

라이 러리를 가공하여 만든 API 추출 DLL  분석 도

구를 사용하 다. 다양한 들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이 호스트를 염시키는 과정을 얻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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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인 악성 의 염과정

   제작자 의지에 따라 4번 5번의 순서가 바 다거나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으나 행동들의 순서  연 성을 보

고 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염과정을 토 로 악성 의 일반 인 염 흐름이나 최근 

악성 이 갖는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다. 

6가지 탐지 기  행동

1B 자동실행 비

2B uninstall 정보 미등록

3B 자기복제 후 실행

4B 원본 제거 행동

5B 악성 APIs 임포트

6B DLL 삽입

<표 1> 6가지 탐지 기  행동 

  그림 1에서 주변이 선으로 이루어진 행동은 악성 

이 갖는 기능으로 일반 로그램과 구별 될 수 있으나 반

드시 갖추는 기능이 아니다. 일반 로그램과 구별하기 

해 더 추가되어야 할 행동으로 악성 행 에 필요한 DLL 

 API 임포트와 2번에서 다른 기능을  다루지 않고 

바로 하는 악성행 들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행  들이 

있으나 사용되는 빈도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다수의 악성 

이 호스트 컴퓨터를 염시키는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악

성 을 탐지하게 된다. 필요한 탐지 기 으로는  표 1

과 같은 6가지 행 를 정하 다.

6가지 행 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실행 비 행동

악성 은 호스트 컴퓨터에 염된 이후로 악성 행 를 

지속 으로 해야 함으로 재부  후에도 지속 인 의 실

행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 로그램에서도 자동실행 되

기 해 지스트리 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악성 들 에 자동 실행되지 않는 일부도 있

으나 그러한 로그램은 지속 인 악성 행 를 하는 이

라 보기 어렵다. 

2) uninstall 정보 등록  제거

인스톨러는 보통 설치된 애 리 이션을 uninstall 할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일정한 지스트리에 

제거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다른 한편, 

uninstall 로그램은 이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스트리로부터 등록된 정보를 삭제한다. 

부분의 일반 로그램이 이 행동을 하며 악성 에서

는 볼 수 없는 행동이다.[12] 악성 은 uninstall 정보를 

등록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성을 사용자에

게로 알리는 것과 같다고 본다. 따라서 본 행 는 악성 

과 일반 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는 기  요소가 될 수 

있다. 

3) 자기 복제 후 실행

  악성 의 설치는 부분 Windows, system32, temp으

로 복사본을 만드는 행동을 보인다. 일반 로그램도 필요

한 일들을 와 같은 경로에 생성하기는 하나 자기 자

신을 그 로 복제하지 않으며 악성 은 자신을  경로

에 복제를 하고 바로 실행 시키거나 재부  는 다른 

로세스에 의해 startup을 걸어 실행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 특정 폴더들에 복사본을 만들었다고 해서 악성 로그

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운 체제와 련된 유용한 로

그램 는 일반 로그램도 복사본과 설치에 필요한 일

들을  특정 폴더에 생성하기도 하며 악성 을 작성할 

때 제작자 의지에 따라 어느 폴더에라도 생성이 가능하다. 

재 실행 인 로세스의 정보를 얻어와 자신의 일을 

복제하거나 CreateFile()을 이용하여 생성하고 실행하는 

행 를 탐지한다.

4) 원본 제거 행동

다음은 일반 로그램이 설치할 때 생성했던 일들의 

제거 행동이다. 생성했던 설치 일들은 제거하나 설치 

로그램 원본을 제거하는 행동은 일반 로그램에서는 없

는 행동으로 악성 에서 로그램 염 흔 을 없애기 

하여 하는 "melt" 기능과 확실히 차이가 있다. 악성 

에서 원본 설치 로그램을 제거하기 한 행동 에 하

나로 특정 치에 bat 일을 생성하여 타 로세스로부

터 원본이 제거되도록 하는 행동을 보인다. 자기 자신을 

제거하기 해서 자식 로세스를 생성하거나 다른 로

세스에 코드를 삽입해 자신을 제거하는 경로를 취하고 있

다. 그러므로 자식 로세스와 삽입되는 코드까지 추 을 

해서 확인하며 원본을 제거하는 행동을 명확히 단하기 

해 제 삽입된 로세스의 경로를 얻어와 주기 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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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확인을 시도한다. 한 시작 로세스로부터 재 

일 경로를 유지하여 자식 로세스에서 제거하거나 dll  

배치 일에서 제거 행동을 탐지하며 직  원본 일이 원

본 정보로부터 얻은 경로에 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단

하게 된다. 

5) 의심스러운 API 임포트

악성 은 호스트 컴퓨터를 염시키는 과정에서 필요

한 API를 임포트 하는 행동을 보인다. 임포트된 API들에

는 악성 행 를 하기 한 API들을 볼 수 있다. 악성 행

로는 지스트리 수정, 암호화, 디버거 탐지, DNS 서버 

근, 강제 종료, 복 실행 방지, 디버그 탐지 등등이 있

으며 해당 DLL로부터 LoadLibrary(), 

GetProcessAddress()를 이용하여 임포트 한다. 각 DLL과 

API들을 보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유추할 수 으며 임포트 

된 DLL과 API를 결과 리포트에 생성함과 동시에 악성 

행   일부를 포함하는 행동을 탐지한다.

6) 로세스 은닉  DLL 삽입

악성 은 실행되고 있는 자신을 숨겨서 사용자 모르게 

악성 행 를 하곤 한다. 은닉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며 주로 루트킷을 사용한다. 사용자 모드에서의 루트킷은 

쉽게 탐지가 되나 커  루트킷은 탐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로그램들에서 사용하는 루트킷과 구별하기가 쉽

지 않아 악성 루트킷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모드에서 사용되는 은닉 행동을 볼 것이며 발생한 

API 뿐만 아니라 ProcessMonitor를 통해 은닉 행동의 발

생 유무를 명확하게 단한다. 루트킷을 이루기 해 사용

자 모드에서 DLL 삽입이 주로 사용된다. 한 DLL 삽입

으로 악성 코드를 시스템의 주요 시스템 실행 일에 삽

입되어 기생하며 악성행 를 하고 있다. 

실행 인 로세스에 삽입은 CreateRemoteThread 를 이

용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KeServiceDiscriptoTable을 

참조하는 방법 등을 탐지한다. 생성되는 로세스들에는 

생성과 동시에 바로 API를 감시하는 DLL을 삽입하여 행

동을 지속 으로 감시하며 생성된 일을 검사하여 자동 

생성과 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는 설치 일을 제

거하는 행 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한다. 

3. 악성  염 행동 API  라미터 수집 로

그램 구

로세스들의 특정 행  수행 여부를 단하기 해 

로세스가 실행하는 API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커  역에 

native API의 주소가 장된 SSDT(System Service 

Descriptor Table)라는 테이블에 새로운 API 주소로 체

하는 후킹기법을 사용하여 커  역에서 수행되는 로

세스들의 함수 호출을 감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로세스의 실행시 호출되는 API들의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 하 다. 

염 행동의 수행 여부 단은 각 행 를 해 반드시 

호출해야하는 API 는 API의 라미터로 사용된 변수를 

기반으로 단하며, 구 된 로그램 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도구로 ProcessMonitor, Filemon, Regmon을 사용하

여 행동 수행여부를 단하 다.

커  역에서 호출되는 API 명령어의 정보를 감시하

기 해서 그림 2 사용자 모드 응용 로그램으로부터 커

 모드 native API 호출과정 에서 실제 native API의 

주소를 담고 있는 SSDT를 우리가 만든 새로운 함수의 

주소로 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2. 커  벨에서 native API 호출 과정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에서 호출된 API에 달된 정보

들을 모두 사용자 모드에 API 모니터링  분석 툴로 

송하기 해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여 SSDTHOOK APP에 

수집된 정보를 달한다.

그림 3. 커  역에서 분석  탐지 로그램 수행 흐름

 

그림 3에서 SSDT를 후킹하고 정보를 사용자 역 

SSDTHOOK APP에 달하는 기능을 갖는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작성하고 그림4의 SSDTHOOK APP는 작성된 

드라이버를 install하여 모든 로세스에 한 native API 

감시가 시작된다. 기본 설정은 모든 로세스에 한 감시

가 이루어지고 특정 로세스만 감시할 수 있도록 재설정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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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며 특정 로세스에 한 행동 분석은 두 번째 탭 

“ 로세스 행동 분석”에서 가능하다. 6 가지 행 와 련

된 API를 추출하여 행동여부를 별한다.

그림 4. 커  역에서 분석  탐지 로그램의 실행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악성  설치 시 갖는 특성을 세분화하

여 일반 로그램과 구별될 수 있는 호스트 벨의 동  

탐지 기법을 용한 로그램을 구 하 다. 구 한 로

그램은 커 모드에서 로세스의 동작 시 실행되는 API를 

수집하고 수집된 API 들은 사용자 모드에서 동작하는 모

니터링 로그램에 송되고 악성 행  여부가 별된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로그램은 [13]에서 구 된 사용

자 모드에서 동작하는 탐지 로그램과 동일한 탐지율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한 

커  모드에서 수집되는 API를 늘리고, 악성 행  탐지 

기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한다면, 커 모드에서 동작하는 악

성 과 기타 악성행 를 하는 로그램의 탐지가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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