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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이너리 코드 수준에서 정적인 프로그램 분석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구현한다. 정적으로 바이너리 코드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되는 실행 파일은 소스 코드 없이 단지 바이너리로 된 실행 파일

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적 제어 흐름 분석을 통해 수행 전에 동작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너리 

실행 파일로부터 실행 순서 및 제어 흐름 등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제어 흐름 그래프를 작성하여 바이너리 파일의 실행 흐름

과 위험한 함수의 호출 여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 바이너리 파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실행 흐름에 대한 자동 탐색 방법을 제공한다. 

키워드: 이진 코드(binary code), 제어 흐름 분석(control flow analysis), 프레임워크(framework)

I. 서론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실행 코드는 소스 코드가 컴파일되어 생

성되는데, 컴파일 과정을 수행하는 컴파일러와 컴파일이 수행되는 

환경에 따라 다른 머신 코드가 생성된다. 따라서 바이너리 코드의 

동작은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

이너리 코드 수준에서 프로그램 분석이 요구된다[1,2] 
현재 국내에는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분석 기술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실행 파일을 

내려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제공되

는 API를 검증없이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 이

러한 실행 파일이나 API들이 컴퓨터 내에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

지는 보통의 경우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바이너리 

코드에 대한 제어 흐름 분석 기술을 통해 프로그램 분석 분야와 

보안 분야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3]. 그리고 정적인 제어 흐

름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수행 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될지를 

수행 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

하게 한다.  
프로그램의 행동이나 동작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인 프로그

램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정적으로 바이너리 파일의 실행 흐름을

 분석한다.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 분석 기술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컴퓨터 보안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의 버그나 취약점을 찾기 

위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소스 코드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실행 파일로 제공된 바이너

리 코드를 분석하여 역어셈블하고, 제어 흐름 그래프를 작성하여, 
정적으로 실행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동 도구가 요구된다[4].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바이너리 코드 정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

해 바이너리 실행 파일로부터 함수간의 실행 순서 및 제어 흐름 

등의 정보가 표현되는 실행 흐름 그래프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바

이너리 파일의 실행 흐름과 위험한 함수의 호출 여부를 동시에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여 바이너리 파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실행 흐름에 대한 자동 탐색 방법을 제공하여 수행될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행 전에 외부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프로그

램이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적 분석과 바이너

리 코드에 대한 분석에 대한 관련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바

이너리 코드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4장에서는 예제

를 통해 실제 구현된 도구들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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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1. 정적분석

프로그램 분석은 분석이 수행되는 시점에 따라 정적 분석과 동

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수행하는 정

적 프로그램 분석이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수행하는 동적 프

로그램 분석으로 구분한다[5].
동적 프로그램 분석(Dynamic Program Analysis)은 프로그램

이 실행 중에 가질 수 있는 성질이나 행동을 실행 중에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실행 시간에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메모리에 대

한 사용이나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분석

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동적 프로그램 분석은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수행되므로 실행 시간에 안전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프

로그램에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 
반면, 정적 프로그램 분석(Static Program Analysis)은 프로그

램이 실행 중에 가지는 성질을 “실행 전에 자동으로 안전하게 어림

잡는 방법”이다. 컴파일 시간에 프로그램이 분석되므로 컴파일 시

간 분석이라고도 한다. ‘실행 전’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분석한다는 뜻이고, 자동으로는 사람이 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

라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 준다는 뜻이다. ‘안전하게’란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가지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고려한다는 뜻이다. ‘어림

잡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없으므로 대략 어림잡는다는 뜻이

다. 정적인 방법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행시간에 프로그램의 취

약점을 찾아내는 방법에 비해 안전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실행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동적 분석보다 강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2. 바이너리 코드 분석

프로그램의 분석은 실행 전과 실행 후 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수준에서 할지 아니면 바이너리 코드 수준에서 수행할지도 고려해

야 한다. 소스 코드 수준에서의 분석은 분석 후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의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소스코드 수준의 분석에서는 컴파일 과정 

중 포함되는 정적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동적으로 

호출하는 DLL 등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가 없다. 또한 컴파일러의 

최적화 과정 중 머신에 따라 코드가 변형되는 경우나 여러 프로그

램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일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웜이나 바

이러스 같은 코드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 수준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반면, 바이너리 

수준의 분석은 머신의 플랫폼에 의존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게 한

다. 즉, 메모리 레이아웃, 레지스터의 사용 방법, 실행 순서 등에 

대한 정보도 다룰 수 있다. 인라인 어셈블리가 포함된 코드도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I. 프레임워크 설계 

분석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레임워크 개요

Fig. 1. Frame Overview

그림 1은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프레임워크

는 크게 IDA Pro, 분석기, 그리고 그래프 시각화 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 부분인 IDA Pro는 Hex-rays에서 개발한 상용 역어셈

블러로 라이브러리 함수 인식, 디버깅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바이

너리 코드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도구인 

IDA Pro를 이용해 .exe, .dll, .ocx와 같은 확장자를 가진 실행 파

일들을 분석하고 역어셈블한다. 이 과정을 통해 IDA Pro로부터 

정적으로 알 수 있는 메모리의 주소와 스택 오프셋의 정보를 얻는

다. 또한, 프로시저 경계에 관한 정보와 특정 라이브러리 함수를 

인식하고, 그 함수로의 호출에 관련된 정보도 얻는다. 획득한 정보

를 .lst 확장자를 갖는 리스트 파일로 생성한다. .lst 파일은 그래프 

생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인 분석

기의 입력으로 쓰인다.
두 번째 부분인 분석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lst 파일을 분석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앞 과정에서 생성된 .lst 파일을 이용해 그래

프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분석기에서는 먼저 .lst 
파일을 파싱한다. .lst 파일을 파싱하면서 각 명령어의 주소와 프로

시저의 경계 정보를 통해 프로시저를 구분하고 명령어의 분기 정

보, 호출 정보,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에 관한 정보 등을 획득한

다. 제어 흐름 분석기는 파싱을 통해 얻은 정보와 기본 블록 구분 

기준에 따라 제어 흐름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제어 

흐름 그래프 생성기는 제어 흐름에 따라 제어 흐름 그래프를 구성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 부분은 그래프 시각화 도구이다. 분석기 부분을 통해 구

성된 제어 흐름 그래프는 그래프 시각화 도구를 통해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위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룹핑, 위험 경로에 대한 탐색, 컬러

링, 속성창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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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레임워크 적용 사례

#include <stdio.h>

#include <string.h>

void whenTrue( char *buf ){

char targetBuf[200];

strcpy(targetBuf,buf);

printf("Input Value is 

%s\n",targetBuf);

}

void whenFalse(){

          printf("in False"); 

}

int main(void){

bool check = true

char buf[2000];

scanf("%s",buf);

if(check) whenTrue(buf);

else whenFalse();

printf("checking is completed");

return 0;

}

그림 2. TestStrcpy.c 예제 

Fig. 2. TestStrcpy.c 

그림 2의 TestStrcpy.c파일은 C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main 함
수에서 if, else의 분기문을 통해 whenTrue 함수나 whenFalse 함
수를 호출한다. whenTrue 함수내에서는 strcpy 함수와 printf 함
수가 사용되며 whenFalse 함수내에서는 printf 함수가 사용된다. 
이 소스 파일은 그래프를 시각화하고 strcpy 함수까지의 경로를 

찾는데 사용되는 예제 파일이다.

그림 3. 제어 흐름 그래프

Fig. 3. Control Flow Graph

생성된 프레임워크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과 같이 

프로시저의 호출 그래프가 생성된다. 프로그램의 상단에는 메뉴가 

나타나고 왼쪽에 파일 정보를 내타내는 FileInfoView에는 프로시

저의 개수와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오른쪽의 Call Graph 에디

터에는 제어 흐름 그래프가 나타난다. 하나의 프로시저를 하나의 

노드로 그룹핑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림 4과 같이 프로시저 그

래프의 왼쪽 구석의 - 버튼을 클릭하고 반대로 하나의 프로시저의 

전체 제어 흐름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시저 노

드의 왼쪽 구석의 +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4. 그룹화

Fig. 4. Grouping

그 밖에 원하는 프로시저의 제어 흐름 그래프만 한 화면에 보기 

위해서는 원하는 프로시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팝업 

메뉴의 show CFG를 클릭하면 그림 5와 같은 한 프로시저의 제어 

흐름 그래프를 보일 수 있다.

그림 5. show CFG 수행 후

Fig. 5. After show CFG

그림 5와 같이 한 프로시저의 내용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림 6
과 같이 줌 기능을 통해 전체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림 6. 줌

Fig. 6.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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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같이 줌 기능도 추가하여 전체적인 제어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룹핑 기능을 잘 활용하면 제어 흐름을 파악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7. 경로 탐색

Fig. 7. Path Search 

그림 7은 특정 시작 위치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를 복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strcpy와 같이 위험할 수 있는 함수로의 경로

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경로 찾기에 있어 중요한 점은 가장 짧

은 경로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찾는 것

이다. 이론적으로는 인접 행렬을 이용하여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찾으면 되지만 생성된 노드의 개 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KShortestPath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능한 경로를 찾는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실행 파일이 주어졌을 때, 우선 IDA Pro를 

통해 역어셈블과 정적 라이브러리 함수 찾기를 수행하였고, 제어 

흐름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실행 파일의 흐름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경로를 찾기 위해 KShortestPaths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특정 프로시저나 주소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위해 그룹핑, 탐색, 컬러링, 
속성창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분석하는 파일의 크기가 커

지고 처리해야 그래프의 노드의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이는 그래프 생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성능 향상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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