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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 트웨어 활용이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공개·오 소스 

소 트웨어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다양한 범 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개·오 소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개·오 소스 취약 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 ‘OpenSSL’의 

하트블리드 취약 은 세계 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기존 오  소스 취약  분석 환

경에서 기호 기반의 취약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오탐  미탐을 최소화 하고, 정확한 보안약  탐지 

가능 기법을 제안한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CT R&D program of MSIP/IITP. [R0112-14-1061, The analysis technology of a vulnerability on an open-source software, 

and the development of Platform]

1. 서론

  최근 IT 제품의 지능화, 그린화, 무선화의 등장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소 트웨어 활용이 증가하 으며, 이에 따

라 공개·오 소스 소 트웨어의 사용과 이용범 가 증가

하 다. 하지만, 소 트웨어가 공개·오 소스 기반으로 지

속 인 증가함에 따라 소 트웨어의 보안 취약 을 이용

한 공격 험 한 커지고 있다. 실제 2011년 동안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55억 건으로 2010년 비 81% 증가 하

으며, 공격의 75%가 SW 자체의 보안취약 을 악용하는 

공격 이 다. 

  실사례로 2014년 4월에는 핀란드의 보안업체인 코데노

미콘에서 ‘오  SSL’의 치명  결함을 발견하 다. 하트블

리드로 불리는 이 취약 은 웹 라우 -서버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오 소스 라이 러리 `오  SSL`에의 취약

으로 해당 취약 을 해커가 악용할 경우 웹서버로 송된 

개인정보, 비 번호 등은 물론 웹서버의 암호키도 탈취당

할 수 있지만, 탈취에 한 흔 은 남지 않아 치명 인 보

안 결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SSL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사

용자 컴퓨터의 Public Key와 웹사이트 서버의 Private 

Key가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SSL 통신 과정에서 컴퓨터와 서버는 신호를 주고받으면

서 통신을 검하는데, 하트블리드는 이때의 신호 길이를 

조작하여 컴퓨터가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읽어 서버에 

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하트블리드 발견 후 캐

나다에서는 국세청의 납세자 900여 명 개인 정보가 유출

되었고, 웹사이트 야후도 ID/PW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

었다. 국에서는 15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육아사이트 

멈스넷(Mumsnet)의 산망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사고에 악용되었다.

  이 외에도 오랜 시간 다수의 제품에 활용된 라이 러리

인 셸쇼크(Shellshock), LibTIFF, Libpng, OpenJPEG, 

FFmpeg, Libav 등도 다양한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소 트웨어 보안 취약 들은 개발 단계뿐 아니라, 

소 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어떤 단계에서도 발견이 가

능하며, 지속 으로 취약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탐지

된 공개·오 소스에 해서도 주기 인 취약  분석이 필

요하다. 즉, 공개·오 소스의 취약 을 악용하는 공격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취약 들은 

악용하는 공격은 다양한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 인 취약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소스 취약  검을 한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었지만, 

아직까지 오탐  미탐율에 있어, 효과 이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오  소스 취약  분석 환

경에서 기호 기반의 정  분석 방법을 용하여 오탐  

미탐을 최소화 하고, 정확한 보안약  탐지 가능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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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볼릭 테이블

(그림 1) 기호기반 정 분석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기호 기반 실행 엔진

2. 기호기반 정  분석 시스템

  기호실행엔진은 일반 인 디버거와 다르게 소 트웨어

를 한번 실행하여 소 트웨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

라, 실행 가능한 모든 경로를 조사하여 발생 가능한 속성 

배(property violations) 사항(가령 deadlock이나 

unhandled exce ption)을 확인하여 문제 을 보고한다. 

한 오류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추 할 수 있다. 

  즉, 기호 기반의 취약  분석 방법은 오탐  미탐을 

최소화를 시키고, 정확한 보안약  탐지가 가능하여, 경쟁

상태(race condition)등 정  분석에서 찾아내기 힘든 보안

약 의 검출이 가능하다. 기호실행은 구체 인 값 신 미

지수(symbol)로 표 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로그램이 

분기문을 만나면 양쪽 경로를 모두 따라가면서 기호 값을 

생성한다. 즉, 여러 분기문의 조건을 보고 로그램의 어

떤 지 에서 각 변수가 어떤 값들을 갖는지 알아내는 방

법으로, 기호실행엔진은 이와 같은 원리를 로그램에 

용하여 엔진이 된 경로 조건을 보고 이를 따라가게 

할 수 있다. 즉, 기호실행을 통하게 되면 동  분석이 행

해지는 코드 커버리지를 극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기호실행은 로그램 테스트 시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 값(Symbolic input)을 할당해서 실행은 

한다. 로그램 실행 시 분기문을 만나게 되면 제한

(constraint)에 의해 기호 값이 분기한다. 샘 과 소스에 

해 기호실행 엔진을 수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기호 

테이블이 출력되게 된다. 각각의 값에 x, y라는 기호가 할

당되고 각 분기에 “제한”이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한을 해석하게 되면 각 분기를 한 테스트 값을 구할 수 

있다.

  기호실행에서는 메모리 조작을 허용하는 운  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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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약점 항목 탐지대상 탐지 오탐 탐지율 오탐율

자원 삽입 469 432 10 92.1% 2.1%
크로스사이트스

크립트 557 537 49 96.4% 8.8%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1767 1732 321 98.0% 18.2%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744 721 81 96.9% 10.9%
XPath 삽입 233 230 35 98.7% 15.0%
LDAP 삽입 112 108 32 96.4% 28.6%

포맷스트링 삽입 342 320 64 93.6% 18.7%
중요정보 평문 

전송 235 230 46 97.9% 19.6%
... ... ... ... ... ...

<표 1> 취약  탐지  오탐율

날 수 있는 보안약 을 찾기 해 모든 분기를 검하게 

된다. 입력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데, 실제 값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무 많

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된다. 이를 피하기 해 로그

램 입력 값에 정해지지 않은 기호 변수를 할당하는 것이

다. 보안약 을 검증하기 해 많이 실행경로를 추 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지만 기호실행 엔진에서 각 분기를 해 

추출된 특정 값을 사용하면 원하는 경로를 테스트 할 수 

있다. 이 출력 트리에 입력값을 계산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각 분기 로직을 테스트하기 해서 테스트 이

스를 만들어 내는 수고를 상 으로 손쉽게 생성해 낸다. 

즉 최종 으로 생성된 데이터셋을 수행시키면 거의 모든 

테스트 경로 커버리지를 제공받게 된다. (그림 2)는 기호

실행 엔진에 의해 생성된 제한 테이블을 제한 해결모듈

(constraint solver)이 해독한 결과이고, 보안약 을 포함한 

경로를 발견한다면 그 데이터셋을 스마트 퍼징 모듈로 넘

겨서 그 취약  상황을 그 로 재 해 낼 수도 있다. 기호

실행 엔진과 제한 해결모듈이 결합됨으로써 최소의 테스

트 이스를 사용하여 최 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림 4) 테스트 데이터 셋

3. 성능 평가

  기호기반의 정  분석 시스템 용 결과 기호실행 엔진

과 제한 해결모듈(constraint solver)이 결합됨으로써 최소

의 테스트 이스를 사용하여 최 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4)에서 S4에만 보안약 이 존재하는데 

테스트 부재로 인해 잠재되어 있어서 특정 조건에서 나타

난다면 이것은 수정하기 매우 힘든 보안약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경로와 값이 보안약 으로 향한다면 

쉽게 익스 로잇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

음을 검증하 다. 즉, 정  분석으로 보안약 /보안취약

을 검하는 것은 100%의 코드 검 커버리지를 제공하

지만 모든 가능한 입력 값에 한 검증을 행하진 않는데 

비해 기호실행 엔진 용 결과 모든 실행 경로에 한 데

이터를 입력값을 생성함으로서 오탐·미탐을 최소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은 정량  목표 측정을 해 잘 알려진 취약

에 한 취약  탐지  오탐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체 

테스트 결과 평균 탐지율 약 92%, 오탐율 약 18.5%로 기

호기반의 정  분석 시스템 용 보다 각각 약 7%, 

6.5% 포인트 퍼포먼스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IT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 트웨어 활용이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공개·오 소스 소 트웨어의 사

용빈도나 이용 범 도 증가하 다. 하지만, 공개·오 소스

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개·오 소스 취약 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하트블리드나 쉘쇼크 

같은 문제는 다수의 제품에 활용된 라이 러리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래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개·오 소스의 문제를 해결하

기 해 기존의 취약  탐지 기술에 기호 기반의 취약  

분석 방법을 용하여 오탐  미탐을 최소화 하고, 기존 

정  분석 기법에서 탐지 불가능한 취약  탐지 가능한 

기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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