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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콘볼루션 오토엔코더를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 기법

Technique for Malicious Code Detection using 
Stacked Convolution AutoEncoder

최현웅*, 허준영**

Hyun-Woong Choi*, Junyoung Heo**

요  약  악성코드는 탐지 프로그램을 피해 기기들에게 피해를 유발한다. 기존의 악성코드 탐지 기법으로 이러한 새로운 
악성코드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서명 기반의 탐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기법은 기존 악성코드들
은 효과적으로 탐지하지만,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탐지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휴리스틱 기법을 추
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여 새로운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안한다. 또한, 악성코드를 탐지한다는 것은, 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의 개수는 무수히 많으
므로, 지도학습 방식(Supervisor Learning)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지도 학습으로 알려진 
SCAE(Stacked Convolution AutoEncoder)를 활용한다, 파일들의 바이트 정보들을 추출하여, 이미지화를 진행하고, 
이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 학습 시키지 않은 10,869개의 악성코드, 3,442개의 비악성코드를 모델에 추론한 결과 정확
도를 98.84%을 달성하였다.

Abstract  Malicious codes cause damage to equipments while avoiding detection programs(vaccines).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detect such these new malwares using the existing vaccines is that they use 
“signature-based” detection techniques. these techniques effectively detect already known malicious 
codes, however, they have problems about detecting new malicious codes. Therefore, most of vaccines 
have recognized these drawbacks and additionally make use of “heuristic” techniques. This paper 
proposes a technology to detecting unknown malicious code using deep learning. In addition, detecting 
malware skill using Supervisor Learning approach has a clear limitation. This is because, there are 
countless files that can be run on the devices. Thus, this paper utilizes Stacked Convolution 
AutoEncoder(SCAE) known as Semi-Supervisor Learning. To be specific, byte information of file was 
extracted, imaging was carried out, and these images were learned to model. Finally, Accuracy of 98.84%
was achieved as a result of inferring unlearned malicious and non-malicious codes to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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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및 과학 기술이 발전하
고, 이러한 점이 인간의 삶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지
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악성코드 또한 많은 발전을 하
게 되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악성코드가 제작되고 유포되
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금전적인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만, 주로 서명 기반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는 백신에서는 
기존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새로운 악
성코드에 대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
다. 게다가 악성코드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에 의해 쉽고 
다양하게 변종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서명 기반의 
백신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갱신해야 하고, 대응
이 느리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백신 프로그램
에서는 서명 기반 탐지 기술에 추가적으로 휴리스틱
(Heuristic) 탐지 기술[1]을 사용한다. 이 기술은 프로그
램 자체의 룰과 패턴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
드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서명 기반 탐지 기술과 
더불어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차 검증
(Cross-validation)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명 기반 탐지 기술의 문제점을 최소
화 하기 위해 휴리스틱 탐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실
행 가능한 파일의 바이트 코드를 기반으로 이미지화 하고, 
이 이미지와 딥러닝 기술인 SCAE(Stacked Convolution 
AutoEncoder)를 결합하여,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2장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
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연구 주요 개념 및 제
안 기법에 대해서 논한다. 4장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및 
수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5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
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고, 후속 연
구에 대해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기계학습 기반 악성코드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예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기계 학습 기반 분석 기
술에는 정적 분석, 동적 분석, 하이브리드 분석 등이 주로 
이용되며,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발

전과 함께 이미지화 분석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Damodaran 등 5명은 악성코드의 정적 분석, 

동적 분석, 하이브리드 방식의 특징 및 비교 기법을 제안
했다[2].

1. 악성코드 정적 분석
악성코드의 구조상 특정 API에 의존하여 실행되는 구

조가 빈번하기 때문에, API 호출 빈도수 등을 측정하여
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API 호출 기반의 탐지 기법
[3][4][5][6]등이 존재한다. Hardy 등 5명은 윈도우 운영체제
에서 사용되는 PE(Portable Executable) 파일에서의 
특정 API 목록을 추출하고, SAE(Stacked AutoEncoder)
에 넣어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3].

Schmidt 등 8명은 안드로이드 기반 실행 파일의 특
정 API 호출 목록들을 추출하여, 다른 악성코드들의 거
리 값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KNN 방식을 사용하여 탐지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4]. Sheen 등 3명은 안드로이드 기
반 실행 파일의 특정 API를 추출하고, 추가적으로 권한
(Permission)을 추출하여 두 가지 값을 이용해 결정 트
리(Decision Tree)를 앙상블 기법으로 학습해 악성코드 
패밀리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5]. 마지막으로 
Alazab 등 3명은 악성코드들의 난독화 기법을 해결할 
방법과 주요 행동 6가지에 따라 악성코드 카테고리를 생
성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6].

정적 분석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악성코드 자체를 디
스어셈블(Disassemble)하여 악성코드에서 사용되는 특
정 OP_CODE, PERMISSION 값 등을 추출하여 탐지하
는 기법[7][8] 등이 있다. Santos 등 4명은 악성코드 파일
의 OP_CODE를 패밀리(Family)별로 추출하여, 이 데이
터를 기반으로 결정 트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해 분류를 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했다[7].

2. 악성코드 동적 분석
악성코드 동적 분석[16][17][18]이란, 정적 분석 및 자동화 

분석을 실시한다고 해도, 악성 프로그램 자체에 특정 명
령어를 전달을 해야지만 악성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구조
를 만들 수 있어, 정적 분석시에는 악성코드로 간주가 되
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악성코드 프로
그램을 실행하며 나타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어떤 기
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로 가상환경에서 
동적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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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코드 이미지화 분석
해당 분야는 악성코드의 바이트 코드를 기반으로 이미

지화를 하여, 딥러닝 기술인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에 적용하는 이미지화 분석 기법이다.[9][10]. 조
영복은 악성코드의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 R-CNN의 
기법으로 악성코드의 패밀리 분류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9]. 김형겸 등 4명은 바이트 코드를 이미지화 하는 기법
을 Stream order 방식과 Incremental Coordinate라
는 방식을 제안했다[10].

Ⅲ. 연구 핵심 기법

1. 연구 주요 모델
가. AutoEncoder(AE)
AutoEncoder는 입력 데이터를 출력으로 복사하는 

신경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함으로, 신
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약들은 모델이 데
이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
하도록 제어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로, 이상 탐지나 
차원 축소,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한다.

AutoEncoder는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
로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Encoder : 입력 데이터를 내부 표현으로 변환
·Decoder : 내부 표현을 출력 데이터로 재구성
또한, AE는 대표적인 준지도학습(Semi-supervisor 

Learning) 방법으로 항등함수의 가장 근사한 값을 학습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입력값과 출력값이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AE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E의 데이터는 
입력보다 낮은 차원(압축된)의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를 
재구성한다. 이 데이터에서의 일정한 구조, 특징간의 연
관성을 찾아내어서 최종적으로, 출력 데이터를 최대한 입
력 데이터와 유사하게 재구성 하는 것이다. AE도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 수 있으며, 각 레이어 마다 
학습이 일어난다.

AE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은[11][12][13][14] 주로 특징 추출, 
잡음 제거, 이상 탐지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된다. Masci 
등 4명은 이미지 특징 추출을 위한 CAE(Convolution 
AutoEncoder)를 제안했다[11]. Du 등 6명과 Vincent 등 5
명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잡음 제거를 위한 Denoising 
AutoEncoder를 제안하고[12][13], Makhzani 등 2명은 

AE의 성능을 더욱 올려주기 위한 "Winner-Take-All 
AutoEncoder“에 대해 제안했다[14].

나.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
Fully Connected Layer가 1차원 형태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다는 반면에, CNN은 3차원의 데이터인 이
미지에서 객체 등을 인식 및 검출하기 위한 패턴을 찾아
내는데에 특히 유용한 모델이다. CNN은 합성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각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는 필
터에서 특징들을 추출한다.

2. SCAE 모델 구축
SCAE는 앞서 논한 3.1.가와 3.1.나의 특징을 합쳐 만

든 Stacked Convolution AutoEncoder 모델이다.[11] 
Convolution의 개념을 씌어 SCAE는 보다 더 효율적으
로 이미지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다시 복호화 할 때, 기존에 학습 시킨 데
이터를 기반으로만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SCAE 모델의 세부 레이어는 다음 표와 같다.

Layer Output Shape Activation
Conv2d_1 (None, 256, 256, 1024) relu

Max_pool_2d_1 (None, 128, 128, 1024)
Conv2d_2 (None, 128, 128, 512) relu

Max_pool_2d_2 (None, 64, 64, 512)
Conv2d_3 (None, 64, 64, 512) relu

Up_Sample_2d_1 (None, 128, 128, 512)
Conv2d_4 (None, 128, 128, 1024) relu

Up_Sample_2d_2 (None, 256, 256, 1024)
Conv2d_5 (None, 256, 256, 1) relu

표 1. SCAE 모델 세부 레이어
Table 1. Detail layers of SCAE model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Max_pool_2d_2까지 
Encoder에 대한 부분이고, 그 후로는 Decoder에 해당
하는 부분이다.

3. 이미지 유사도 계산
이미지 유사도 계산 기법이란, 두 이미지 간의 유사도

를 측정하여서 특정 유사도 이상의 특징을 갖을 때, 악성
코드라고 분류하는 계산법이다.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피처 매칭(Featu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피처 매칭은 각 이미지에 대한 Keypoint(특징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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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각 Keypoint끼리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도 비율
을 기준으로 유사한 부분을 찾아주는 기법[15]이다.

악성코드와 비악성코드의 이미지를 모델에 넣고 복호
화된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두 이미지 간의 피처 매핑을 
수행한다. 두 이미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악성코드 이미지 피처 매칭 수행 결과
Fig. 1. Result of feature matching at malicious code

그림 2. 비악성코드 이미지 피처 매칭 수행 결과
Fig. 2. Result of feature matching at non-malicious code

두 개의 그림은 Ratio를 0.7로 설정했을 때, 매칭되는 
결과이다. 또한, 두 데이터 간의 복호화된 이미지를 시각
화 시켰을 때, 그림 1.에서는 복호화가 잘 수행이 되는 반
면, 그림 2.에서는 복호화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아, 
피처 매칭이 잘 수행이 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계산 기법
Ⅲ.3.에서 살펴본 특징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와 모

델에서 복호화한 이미지 간의 픽셀 값 차이를 기반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악성코드로만 학
습을 시킨 SCAE에서는 기존에 학습이 된 악성코드 이미
지와 비슷한 데이터의 악성코드는 특징 추출이 원활하게 
되어,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비악
성코드 이미지의 경우에는,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없어 이미지 간 차이가 큰 특징을 이용하였다.

계산 방식은 수식 (1)과 같다.

  
  




 



      ≤ 
   (1)

O = 입력 이미지, D = 재구성된 이미지, α = Cut-off

Ⅳ. 데이터 전처리 및 수집

1. 악성코드 데이터 셋 전처리
먼저 실험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해당 실험에서는 이미지화 기법을 통해서 
악성코드 탐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터 
셋은 Kaggle Microsoft Malware Classification 
Challenge Dataset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 셋은 총 Train set 10,869개, Test set 
10,869개가 있으며, 총 9개의 클래스가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오로지 악성코드 탐지가 목적이므로, 여러 개
의 클래스로 나누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악성
코드라고 간주하도록 한다. 즉, 이진 분류를 위한 사전 준
비를 한다. 또한 이 데이터 셋은 악성코드 어셈블리 코드
에 따른 바이트 코드를 제공한다. 이 바이트 코드를 기반
으로, 각 파일을 이미지화 하여 가공하도록 한다. 이미지
화 한 사이즈는 파일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악성코드 파일들은 10Kb ~ 3Mb 정도 되는 용량을 차지
하고 있고, 파일 사이즈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의 크기
도 균등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생성되는 이미지 간의 
크기는 큰 차이는 없다.

그림 3. 생성된 악성코드 이미지 파일의 예
Fig. 3. Example of a created malware image file

2. 비악성코드 데이터 수집
또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비악성코드 데이

터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수집은 특정 Windows PC들에 
저장되어 있는 exe 파일을 수집하여 비악성코드로 처리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집 활동을 거쳐 총 겹치지 않는 
3,442개의 비악성코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확보할 때, 악성코드 파일간의 유사성을 유
지하기 위해 용량 범위를 10kb ~ 2Mb로 제한을 가하였
다. 또한, Windows 운영체제 관련된 데이터도 수집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코드를 기반으로 이
미지화 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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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 결과

악성코드 10,869개, 비악성코드 3,442개의 데이터를 
Test Set으로 실험하고, 여러 가지 Cut-off 중에서 대표
적인 값들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Cut-off 600으로 설정한 모델의 혼동행렬
Table 2. Confusion matrix of models set to Cut-off 600

악성 비악성
악성 9,423 362

비악성 1,446 3,080

표 3. Cut-off 400으로 설정한 모델의 혼동행렬
Table 3. Confusion matrix of models set to Cut-off 400

악성 비악성

악성 10,012 147
비악성 857 3,295

표 4. Cut-off 200으로 설정한 모델의 혼동행렬
Table 4. Confusion matrix of models set to Cut-off 200

악성 비악성
악성 10,724 21

비악성 145 3421

위의 표는 Cut-off에 따른 분류 결과를 보여주는 혼
동행렬로, 행 방향으로는 실제 값을 의미하고, 열 방향으
로는 모델에서 예측한 값을 의미한다. 또한, Cut-off는 
픽셀 임계값을 의미한다. 즉, 임계값 이하는 악성코드. 이
상은 비악성코드로 분류하도록 한다. 해당 실험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각 컷오프에 따른 세부 분류 정보
Table 5. Detailed classification report for each Cut-off

Cut-off Sensitivity Specificity Accuracy

600 0.8669 0.8948 87.37%
400 0.9212 0.9573 92.98%

200 0.9867 0.9939 98.84%

표 5.에서의 Sensitivity는 민감도로, 실제 악성코드를 
악성코드라고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고, Specificity는 특
이도로, 실제 비악성코드를 비악성코드라고 올바르게 예
측한 비율을 의미한다.

Ⅵ. 결  론

위의 실험 결과에 따라, SCAE를 이용한 악성코드 탐
지 방법은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백신 프로그램에서 휴리스틱 방법 외에
도 이미지화 분석과의 교차 검증으로 새로운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데에 탐지 확률과 오탐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미지화 분석 기법
은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도 성능이 좌우가 된다는 점
이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도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악성코드를 임의로 만들어내 
백신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SCAE를 활용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자동 생성 모델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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