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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머신러닝 기법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연구가 한창이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 코드의 분류 시스템

에 머신러닝 기법을 용하 다. 악성 코드 일을 당한 크기로 이미지화하여 텐서 로우의 인셉션 

V3에 용하 다. 실험 결과, 이미지의 사이즈 조정과 라미터 조정을 통해 매우 만족할 만한 수 으

로 악성 코드를 잘 분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 고 이후 머신러닝과 딥러

닝의 심은 폭발 으로 상승하고 있다. 가트 는 주목할 

10  기술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언 하 다. 로 , 인

공지능은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1].

  머신러닝은 정보보안 분야에 용 시 매우 효율 인 결

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의 하나이다[2-4]. 네트워크 침입

탐지, 악성코드의 분석, 취약  분석 등에 머신러닝 방식

이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5-8]. 에는 지 처럼 

악의 인 사이버공격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고, 패턴매칭 

방식만으로도 침입 탐지나 공격분석이 가능했지만, 재는 

스마트폰,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그리

드 등 사회가 반 으로 사이버지능화 되어가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공격도 지능화되고 다각화 되므로 이를 응

하기 해서는 머신러닝과 정보보안을 목한 새로운 기

술이 필요하다.

2.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악성 코드 분류

  본 논문에서는 콘볼루션 신경망 오 소소인 구 의 텐

서 로우를 사용하여 악성코드의 학습  분류기를 개발

하 다. 기본형 텐서 로우 신경망 라이 러리와 본 연구

를 통해 개발한 악성코드 이미지화 로그램을 포함한 악

성코드의 학습과 분류기의 체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1)

과 같다.

 먼  악성코드 바이트코드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 이 로그램은 설정 과정을 통해 일정 크기의 이비

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크기에 따

라 분류 정확도가 향을 받는다.

(그림 1) 악성코드 분류 시스템 구조도

   다음으로 학습 로그램을 수행한다. MS데이터 셋의 

경우 10,868개의 학습용 악성코드 바이트코드와 asm코드

가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10,868개의 악성코드를 통

해 학습하 다. 이 과정은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성능에 

매우 향을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텐서 로우 콘볼루

션 신경망 학습결과 일이 생성된다.

  학습을 완료하면 생성된 콘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하여, 

테스트 일에 해서 분류를 시험한다. 시험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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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코드를 분류하고, 정확히 분류하 는가에 한 통계

를 내서 시스템의 정확도를 계산한다.

3. 실험  결과

  개별 악성코드 일별 혹은 일단 별 분류의 정확도

와 각종 수행간의 통계사항을 정리하여 정리한 결과를 

(표 1)에 보 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 다. 스크래치

(Scratch) 방식은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 결과에 새로운 이

미지를 평가하는 기본 인 CNN 방식의 학습 방식인 반

면, 이러한 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학습의 정확도를 높이

기 해 최근 나온 방식이 인튠(Fine tune) 방식이다. 

Fine tune 방식은 신경망으로 학습결과를 남기면서 체크

포인트를 남겨서 이 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자가 당연히 정확도가 높으리라 상하

겠지만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서 는 복잡성에 따라서 스

크래치 방식이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도 나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ratch 방식과 Fine tune방식을 번갈아가

면 실험하여 정확도를 측정하 다. 

  

<표 1> Scratch 방식과 Fine tune 방식의 악성코드 분류 

결과

구 분 실험 방식  결과

Method Scratch Fine tune

Validation 600 600

Steps 1000 / 500 1000 / 500

Batch size 64 64

Learning rate 0.01 / 0.001 0.01 / 0.001

Weight decay 0.00004 0.00004

Model InceptionV3 InceptionV3

Result 62% 85%

4. 결론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는 악성코드 분

류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의 텐서 로우 인셉션 라이

러리를 활용하 고, 학습 방식은 Scratch 방식과 Fine 

tune 방식을 서로 비교하 다. MS 캐  데이터 셋 10,868

개를 통해 Scratch  방식은 62%, Fine tune 방식은 85%

의 정확도를 기록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지 

변환  처리 과정과 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인다면, 머신러닝을 활용한 악성 코드 분류 시스

템은 그 결과의 정확도와 유용성 면에서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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