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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사회 반 인 부분에서 소 트웨어의 비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소 트웨어는 

차 규모화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요한 정보 등을 다루는 경우도 매우 늘어나고 있기에 소

트웨어의 보안성 검증은 매주 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소스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라이 러리의 경우 

보안성 검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해 바이 리 내에 존재하는 보안약 을 검사하기 

한 기술의 개발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해 간언어를 활용하여 보안약 을 분석하는 기

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 리 코드내에 존재하는 보안약 을 효과 으로 분석

하기 해서 바이 리 코드로부터 보안약  분석에 효과 인 간언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오늘날 사회 반 인 부분에서 소 트웨어가 차지하는 

비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이러한 소 트웨

어는 차 규모화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요한 정보

등을 다루는 경우도 매우 늘어나고 있기에 소 트웨어의 

보안성 검증은 매주 요한 문제이다.[1] 

  특히, 최근의 소 트웨어 개발은 오 소스  서드 티 

라이 러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하고 있다.[2] 반면, 서

드 티 라이 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발과정에서 보안성 

분석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50%이하로 조사되어 

있으며[3] 이러한 라이 러리의 사용으로 인한 보안 사고

는 HeartBleed[4], ShellShock[5], POODLE[6], DROWN[7] 

등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 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라이 러리 내에, 알려진 기능 

이외의 숨겨진 악의 인 기능이 있거나 로그램 실행 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 이 있을 경우, 심각한 결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서드 티 라이 러리에 한 

“본 연구는 방 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번호 

UD160035ED)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

보안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소스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라이 러리의 경우 

일반 인 보안약  분석에 사용되는 소스코드 상의 자료

형이나 변수 등이 모두 사라지기에 보안성 검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라이 러리와 같은 바이 리 일을 

상으로 보안약 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에서도 최근의 주요 연구흐름은 바이 리 코드를 

간언어로 변화하고 이 간언어를 기반으로 보안약 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8-12]

  이와 같은 보안약  분석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보안약  분석에 효과 인 간언어가 선정되어

야하며 뿐만 아니라 바이 리 코드로부터 간언어로 

변환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바이 리 

코드 내에 존재하는 보안약 을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해서 바이 리 코드로부터 보안약  분석에 효과 인 

간언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련연구를 

살펴보고 3 장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며 마지막 장에서 결론과 향후연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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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바이 리 기반 보안약  분석기법은 크게 역공학 기반, 

바이 리 직 분석, 간언어 변환 분석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술은 장단 이 있다.

  역공학 기반의 분석 기법은 문가가 바이 리 일을 

분석할 경우 기존에 없던 보안약 을 탐지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보안약 을 찾아낼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보안약  탐지 결과가 상이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수가 증가하거나 안티 디버깅 방법들이 

존재할 경우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단 이 있다.[13-15]

  바이 리 직  분석 방법은 바이 리 일을 상으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디스어셈블러를 통하여 보안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운 체제  CPU에 종속 이고 

도구의 확장성이 낮고 변형된 형태의 보안약 의 경우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16,17]

  간언어 변환 분석 기법은 랫폼  언어에 독립 일 수 

있으나 이를 한 간언어를 설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 이 있다.[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하는 보안약  분석에 효과 인 

간언어를 설계하고 구 이 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보안약 을 상으로 자동화 도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3. 바이 리코드- 간언어 변환기

  제안 시스템은 바이 리 코드내에 존재하는 보안약 을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해서 바이 리 코드로부터 보안약

 분석에 효과 인 간언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그

림 1)과 같다.

  그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표 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C/C++로 작성된 바이 리 일을 분석하여 해당 

일의 작성 언어  형태에 한 분석을 통해 분류하는 

것이다. 동일한 소스코드라고 할지라도 컴 일된 컴 일러와 

상 기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바이 리 코드가 생성되

기에 사  분류가 요구된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C/C++로 

작성된 PE 포맷의 x86/64 bit 바이 리 코드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이외의 상에 해서는 오류 처리된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PE 구조 (RAW, RVA)

  두 번째 단계는 바이 리 코드의 분석을 통해 싱하여 

각 함수를 추출하고 추출된 함수에서 일반 블록을 구성하

여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어 흐름 

그래 (Control Flow Graph/CFG)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 2)는 변환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PE 포맷구조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메모리 개념인 RAW, RVA(Related 

Virtual Address)를 보여 다. RAW는 일에서 사용되는 

오 셋이며 이것은 실제 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는 

재배치됨에 따라 오 셋이 달라지며 이를 RVA 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올바르게 계산해야 추출할 함수의 

오 셋을 역으로 계산하여 일의 어느 치에서 추출할지 

알아낼 수 있다. 

  바이 리 코드에서 분석되는 주요 섹션은 .rdata 역이며 

rdata 역 내에는 IMAGE_EXPORT_DIRECTORY 구조

체가 있고 이 구조체는 해당 코드가 export하는 함수가 

몇 개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offset(RVA)에 장되

는지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이용하여 

바이 리 코드에 존재하는 함수를 구별·추출할 수 있다.

  CFG는 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통과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그래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 한 것으로 어셈블리 

명령어와 제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SIL 명령어의 근본 인 

차이를 해결하기 해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통해 CFG를 

만드는 것이 요하다.

  CFG는 로그램의 제어 흐름 분석을 시작으로 체 인 

로그램의 구성을 악할 수 있고 기본 블록을 스캔하여 

로그램을 보다 효율 으로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 를 들어 Reachability는 최 화에 유용한 

그래  속성이다. 서  그래 가 엔트리 블록을 포함하는 

서  그래 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서  그래 는 

실행 에 도달 할 수 없으므로 도달 할 수 없는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인 조건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제거 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의 CFG에서는 각 함수의 호출 계는 나타

내지 않고 조건에 따른 분기문(branch)이 나타날 때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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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Graph를 나타낸다. 를 들면, jnz 0x1234 라는 

구문에 0x1234라는 주소로 jmp하거나 다음 명령어로 넘

어가거나 두 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는 어셈블리로부터 도출된 CFG를 바탕으로 

자료형에 한 정보가 포함된 명령어로 효과 인 보안약  

분석이 가능한 SIL 간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바이 리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 그

것을 SIL 간언어로 변환하는 것은 몇 가지 어려운 이 

있다. 첫 째, 무 많은 어셈블리 명령어들이 있는 것이다. 

둘 째, x86/64 명령어들은 기본 으로 이 라인 구조 

바탕의 명령어로 각 이 라인마다 지스터들이 다를 

수 있다. 셋 째, 하나의 어셈블리 명령어가 무 많은 SIL 

명령어로 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SIL 간 언어로 

변환을 해서 필수 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이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어셈블리 명령어 

집합을 여야한다. 즉, 일반화된 어셈블리 명령어 집합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셈블리 

명령어는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명령

어이고 SIL은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명령어이다. 이것을 더욱 쉽게 변환하려면, 어셈블리 명령어를 

RISC 명령어들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  

복합연산을 수행하는 어셈블리 명령어들을 단순 명령어 

형태의 어셈블리 RISC 명령어로 치환해주어야 한다. 한 

EFLAGS, 지스터의 정보를 장할 수 있는 독립 인 

스택 공간을 할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RISC 명령어  flag를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와 조건 분기문 명령어를 구 하 다. 

  두 번째 문제 에서 이 라인은 컴 일 상에서 짧아

졌으면 문제가 되지만, 앞선 문제해결을 통해 SIL 명령어의 

변환은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최종 으로 구 해야할 일반 명령어 

집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스택 리 nop pop push

논리&산술

연산

mov add sub xor

or and xchg shl

sal shr sar rol

ror not mul imul

div idiv neg inc

dec cmp test

제어흐름

jmp ja jnbe jae

jnb jb jnae jbe

jna jg jnle jge

jnl jl jnge jle

jge jz jnz ret

call

문자열 처리 

명령어
rep movs lods stos

<표 1>  일반화된 어셈블리 명령어 집합

지스터이름(x86기 ) stack의 (base, offset)

rax (0, 0)

rbx (0, 8)

rcx (0, 16)

rdx (0, 24)

rsp (0, 32)

rbp (0, 40)

rsi (0, 48)

rdi (0, 56)

rip (0, 64)

<표 2>  지스터와 스택주소의 사상

  

  한 앞서 언 한바와 같이 x86/64에는 cpu 안에 지

스터가 존재하지만 변환하고자 하는 SIL 언어는 스택 

기반의 언어로 지스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

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지스터와 스택의 특정 역을 일 일 응하여 할당해 

주었다. 즉, 지스터도 일종의 스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변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로그램 에서는 <표 2> 와 

같이 지스터를 스택의 역에 미리 할당해주었다.

  한 간언어인 SIL은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 명령어가 

달라지므로 바이 리 일로부터 효과 인 데이터에 한 

자료형의 추론이 필요하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지역 변수 

 정수형 자료형을 심으로 char, short, int 변수와 int 

배열 타입을 추론할 수 있다. 찾는 패턴은 다음과 같이 

[ebp ± 상수], [esp ± 상수], [ebp + 지스터 * 상수 – 

상수]이다. 

4. 실험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테스트 이스를 활용하여 변환을 

테스트 하 다. (그림 3)은 그  하나이며 이를 바이 리 

일로 변환하여 SIL 코드로의 변환을 테스트 하 다. 

  (그림 4)는 두 번째 단계인 바이 리 코드를 분석을 통해 

싱하여 각 함수를 추출하고 추출된 함수에서 Normal 

Block을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CFG를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3) 분석 상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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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이 리코드로부터 추출된 CFG

한 (그림 5)는 바이 리 코드로부터 작성된 CFG를 

바탕으로 SIL 코드 CFG로 변환한 결과이다. (그림 4)의 

2559, 2568, 2526 블록 등이 SIL로 확장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흐름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SIL 코드 CFG

5. 결론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해 바이 리 코드로부터 보안약  

분석에 효과 인 간언어 SIL로 변환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몇 가지 어려운 이 있었지만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통해 해당 문제 을 해결하 다. 향후연구로 확인

되었던 문제   하나인 변환된 SIL 언어가 무 길어지는 

문제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축약하고 자료형  변수 

추론의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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