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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발 으로 인해 다양한 악성코드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유포되고 있

다. 이러한 악성코드들을 빠른 시간에 분석해서 악성 여부와 그 행 를 악하기 해 많은 자동 분석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부분이 가상머신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최근의 악

성코드들은 가상머신 환경을 탐지하여 가상머신 상에서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이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개선해서 

실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 Cuckoo 자동 분석 시스템 구조도

1. 서론

   최근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 그러

한 컴퓨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서

로 연동되면 동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게 모든 컴퓨터

들이 네트워크에 공개됨에 따라 악의 인 목 으로 개발

된 악성코드들을 사용해서 개인정보 유출 는 다른 컴퓨

터를 공격하기 한 경유지용 좀비화 등을 시도한다. 재 

이러한 악성코드들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래서 악성코드 분석가가 모든 의심 일들을 수동

으로 분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코드 자

동 분석 시스템은 부분 Vmware[1], Virtual Box[2], 
KVM[3]등의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샌드박스 형태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악

성코드 제작자들이 이런 분석 환경을 악해, 가상 머신 

상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가상 머신 회피기능을 악

성코드에 추가함에 따라, 자동 분석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머신 기반이 아닌 실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악성 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공개용 자동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인 Cuckoo Sandbox[4]에 해서 2장에서 소개

하고, 3장에서는 표 인 가상 머신 회피 기법을 알아보

고, 4장에서는 실 머신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시스템을 제

안하고,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Cuckoo)

   Cuckoo는 재 오  소스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표

인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50000여 의 C 코드와 

Python코드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손쉽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이런 Cuckoo 시스템의 구조도를 보여주는 것

으로, 실제로 Cuckoo는 linux 상의 Cuckoo host와 가상 

머신 상에서 동작하는 Analysis guest로 구성되어 있으며, 

XMLRPC 통신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host에서는 악성코드 샘 을 리하고, 실제 guest에 분

석을 명령하는 역할을 하며, guest는 보통 Windows XP

를 기반으로 해서 DLL injection 기법을 기반으로 실제 

악성코드를 실행해서 동  행  정보를 추출한 후 host로 

달하는 구조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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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 머신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

3. 가상머신 탐지  회피기법

  가상머신 회피 기법의 를 들면, Vmware를 상으로

는 in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 값이 VMXh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5]. 만약 VMXh  이면 Vmware 상에서 악성코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경우 실제 악성코드

의 행 를 하지 않고 바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가상 머신 

기반의 자동 분석 시스템이나, 가상 머신 상에서의 수동 

분석을 회피한다.

  재 이러한 가상 머신 탐지 기법들을 무마하기 한 

다양한 기법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모든 기법들을 다 방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컴

퓨터를 기반으로 자동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4. 실 머신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

  기존의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이 가상머신을 기반

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가상머신이 지원하는 스냅샷 기능 

때문이다. 분석 기 인 상태로 가상머신을 실행시켜 놓

고 그 스냅샷을 장하고, 실제로 악성코드 분석이 필요하

면 스냅샷으로 복구(restore)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 이 게 할 경우 악성코드에 의해서 시스템이 감염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시스템을 바로 켤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속도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가상머신의 장 을 최 한 

살리면서 실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 머신 기반 악성코드 

자동 분석시스템을 보여 다. 앞서 설명한 Cuckoo를 기반

으로 개발하고, 가상머신들이 가진 스냅샷 기능을 해서 

Deep Freeze와 같은 System restore 로그램을 사용하도

록 했다. 한 Cuckoo Host에서 실제 컴퓨터를 Power 

On 하기 해서 WOL(Wake On Lan)[7] 기능을 사용한

다. 그리고 가상머신 기반의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에

서는 가상의 스 치(vmnet등)을 사용해서 서로 연결되지

만, 실제 컴퓨터를 기반을 할 경우 공유기를 활용해서 사

설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된다.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Cuckoo Host의 가상 머신 리 기능에 실머신 부

분을 추가해야 하며, Guest 부분에서는 분석 종료 후 

Power Off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5. 기  효과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 머신 기반의 악성코드 자동 분

석 시스템은 재 가상머신 기반의 분석시스템이 처리 할 

수 없거나 힘든 가상머신 탐지 기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악성코드를 자동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재 

매일 수많은 변종의 악성코드가 출연하는 것에 민첩하게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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