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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악성코드의 수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악성 행 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안티디버깅

과 같은 다양한 분석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악성코드의 분석을 어렵게 한다.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

된 지능형 악성코드를 기존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악성행 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자기 자

신을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지능형 악성코드들은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백신의 탐지 기능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최신 지능형 악성코

드에 보다 빠르게 처하기 해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된 악성코드들이 메모리상에서 종료되지 않

고 정상 동작하여 악성행 를 자동으로 악할 수 있는 동  코드 계측 임워크를 제안한다. 한, 
제안한 임워크를 개념 검증하기 해 로토타입을 설계  구 하고,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1. 서론   

   악성 코드의 수는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의 기술력 역시 나날이 발 하고 있다[1]. 많은 정보들이 

산화됨에 따라 악성코드의 발 도 격하게 이루어 졌

으며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사례 한 나날이 커져가는 

것이 실이다[2]. 때문에 악성코드에 처하기 한 연구 

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악성코드에 처하는 방법은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악성코드에 처하기 해서는 악성코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악성코드 개발자

들은 악성코드가 분석당하는 것을 막기 해 역공학 방지 

기법이라는 기법을 악성코드에 용하여 만든다. 

  역공학 방지 기법이란 로그램이 분석환경 에서 실

행되는 경우 본래의 동작과 다른 동작을 하거나 종료되도

록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된 악성코드는 분석환경이 아닐 경우에만 악성행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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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분석환경 에서는 다른 정상 인 동작을 하거나 종

료된다. 따라서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되어 있는 악성코

드를 분석하기 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석가들이 직  수

작업을 통해 해당 기법을 우회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

만 앞서 언 했듯이 최근 악성코드의 수는 기하 수 으

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쏟아져 나오

는 악성코드들에 응하기가 실 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역공학 방지 기법들이 용된 

악성코드를 보다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역공학 방지 코

드 우회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배경지식

2.1 역공학 방지 기법

  역공학 방지 기법은 코드 도용, 불법복제, 기능 변조 

 등의 으로부터 로그램을 보호하기 한 기법들

을 의미한다. 표 인 역공학 방지 기법들에는 난독화, 

패킹, 안티 디버깅, 안티 에뮬 이  등이 있다. 

  이  안티 디버깅을 탐지하는 방법[3]은 TracerPID 검

사, 디버거 API 검사, 이크 포인트 명령어 검사 등이 

있다. TracerPID 검사방법은 리 스 기반 시스템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 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로세

스 디버깅을 진행할 때 ptrace 시스템 콜을 이용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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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R 구조

를 이용하면 로세스 상태 정보  디버깅 련 정보가 

설정되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탐지 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디버거 API 검사와 이크 포인트 명령어 검사 역

시 디버거의 특성 는 디버거를 사용하기 한 동작들을 

이용하여 디버거의 유무를 검사한다. 일반 인 안티 디버

깅 기법은 와 같은 방법으로 디버거를 검사하며 디버거

가 발견된다면 로그램을 종료시킨다. 다른 역공학 방지 

기법들 역시 각각의 특성을 역이용한 방식으로 역공학 기

법을 방어한다.

2.2 DBI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DBI[4] 는 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의 약자로 

Runtime Code Instrumentation이라고도 불리며 분석 상 

로그램에 *Instrumentation 코드를 삽입하여 로그램

의 행동을 찰하는 동  분석 방법이다. DBI 기능을 지

원하는 도구에는 인텔에서 제공하는 Pin, MIT와 HP에서 

만든 Dynamorio[5] 등이 있다. 

  DBI는 로그램을 분석하는 용도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표 으로 인텔에서 제공하는 Pin

을 이용하면 단순히 로그램 분석 뿐 아니라 동 으로 

Instrument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분석 도구를 

만드는 것 한 가능하다[6]. 

  하지만 이러한 DBI 도구들이 리 사용됨에 따라 DBI 

기능을 막기 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 Pin을 막

는 방법이나[4], Dynamorio를 막는 방법[7] 은 활발히 연

구되었고 발견된 방법을 피하여 DBI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3. 시스템 설계  구

   제안 시스템은 Dynamorio와 같은 DBI Framework방

식으로 설계되었다. 제안 시스템은  선택 으로 코드를 로

딩하고, 로딩 된 코드를 실행하면서 분석하여 역공학 방지 

기법에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내고 해당 코드를 우회한다.

3.1 시스템 구조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역공학 방지 코드 우

* Instrumentation : 임의의 정보를 수집하기 해 실행 일에 

삽입하는 코드를 의미한다. 로그램을 찰하여 메모리 덤 , 변

수 는 지스트리 값 출력 등을 의미한다.

회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 

시스템은 IR Code Converter, Anti-Reversing Code 

Remover, Runtime Code Rewriter로 구성된다. 제안 시스

템은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된 악성코드를 입력으로 받

아 역공학 방지 기법을 우회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여, 역공

학 방지 기법이 용되기 이 의 실행흐름을 갖는 코드를 

출력한다.

3.2 IR Code Converter

   IR Code Converter는 Loader, Linker, Interpreter로 구

성되어 있다. Loader와 Linker는 로그램의 실행 코드를 

선별 으로 Code Cache에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Code 

Cache란 코드의 변조가 가능한 메모리공간을 의미한다. 

제안 시스템은 입력 바이 리 일의 코드  시스템 라

이 러리에 해당하는 코드는 악성 행 와 상 없이 시스

템에서 동작하기 해 사용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분석

상이 아니라고 단하여 Code Cache에 할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은 시스템 코드를 제외한 사용자 코드

만 Code Cache에 할당한다. Code Cache에 할당 되지 않

은 코드는 일반 인 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거쳐 실행되

며 Code Cache에 할당된 코드는 Interpreter를 거쳐 제안 

시스템의 흐름을 따라 실행된다.

   Interpreter에서는 달받은 코드를 IR 형태로 변환한

다. 변환된 IR 코드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IR구

조는 1개의 연산자 IMark와 2개의 피연산자 DMark1, 

DMark2로 구성되어있다. IMark, DMark1, DMark2를 조

합하면 어셈블리 형태의 명령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은 형태로 변형된 IR은 Basic Bock 단 로 나 어져 

리되는데, Basic Block이란 분기를 기 으로 나  IR 코

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Basick Block은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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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출력 화면 

(그림 3) Basic Block의 구조체   

  stmts는 해당 Basic Block에서 가장 먼  실행되는 IR 

코드이다. stmt_size는 Basic Block이 몇 개의 IR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stmts_used는 해당 Basic 

Block이 이 에 실행된 이 있는지를 알려 다. next는 

해당 Basic Block 다음에 실행될 Basic block을 가리키고 

있다. 

   Interpreter 모듈은 Basic Blcok 단 나 IR 명령어 1개

단 로 코드를 실행하며, 실행하기 에 재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의 IR을 두 번째 모듈인 Anti Reversing 

Code Remover로 달한다.

3.3 Anti Reversing Code Remover

   Anti Reversing Code Remover는 Filter와 Bypass 

Specifier로 구성되어있다. Filter는 역공학 방지 기법에서 

사용하는 시그니처가 사용되는 Basic Block을 역공학 방

지 기법이 용된 로직이라고 추정한다. 여기서 시그니처

란 해당 Basic Block에서 사용하는 문자열, 바이 리 스트

링, API, 시스템 속성 값 등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Filter

는 기존 연구를 통해 분석된 역공학 방지 기법의 시그니

처와 패턴 매치를 통해 역공학 방지 기법을 인식한다 

[8][9].

   Bypass Specifier는 역공학 방지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고 추정되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한다. 코

드의 수정은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Basic Block을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즉, 역공학 방

지 기법이 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Basic Block으로 

가는 분기를 그 다음 Basic Block으로 가도록 바꿈으로써 

용된다.

3.4 Runtime Code Rewriter

   Runtime Code Rewriter는 Code Modifier와 Optimizer

로 구성되어있다.  Code Modifier는 Anti Reversing Code 

Remover로부터 역공학 방지 기법이 실행되지 않도록 우

회된 IR을 수신하고 해당 IR에서 실행되지 않게 된 역공

학 방지 기법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코드가 포함된 IR을 

제거한다. Code Modifier를 지나 역공학 방지 기법이 완

히 제거된 IR을 Optimizer가 수신하고 IR을 다시 바이

리 일로 변환해 생성한다.

4. 결과

  제안시스템의 결과 출력 화면은 그림 4와 같다. 출력 화

면에는 역공학 방지 코드가 우회된 어셈블리가 출력되며 

각각의 어셈블리들은 Basic Block 단 로 출력된다. 화면

에 출력되는 정보들은 명령어가 실행되는 주소, 명령어의 

기계코드, 기계코드가 디스어셈블 된 어셈블리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는 이 정보를 직  이용하거나 해당 명령어로 

만들어진 바이 리 출력 일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제안 시스템을 이용하면 역공학 방지 기법이 용되

지 않은 로그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 분석

이 비교  간단해진다. 한 기존에 사용하던 순수한 악성

코드를 상으로 하는 분석 임워크들을 그 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역공학 방지 기법을 시그니처를 기반

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측에서 같은 

방식의 역공학 방지 기법을 쓰더라도 시그니처를 조 만 

알아보기 힘들게 조작한다면 탐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때문에 제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데이

터를 꾸 히 업데이트 해야만 한다. 향후, 역공학 방지 기

법을 인식하는 방법을 문자열 데이터, 바이 리 스트링과 

같은 데이터의 패턴 매치가 아닌 ML(Machine Learning)

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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