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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과 더불어 정치 , 경제 인 목 으로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악용한 악성

코드가 속히 유포되고 있다. 유포된 악성코드의 부분은 기존 악성코드를 변형한 변종 악성코드이

다. 이에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해 유사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기존 연

구에서는 정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되는 행 에 한 분석

이 어려운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가 호출하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정보

를 추출하고 유사도를 분석하여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악성코드가 호출하는 API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해서 동  API 후킹이 가능한 악성코드 API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퍼지해시

(Fuzzy Hash)인 ssdeep을 이용하여 비교 가능한 고유패턴을 생성하 다. 실제 변종 악성코드 샘 을 

상으로 한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하는 악성코드 분류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1.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웹사이트와 이메일의 사용은 일상화

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해커(Hacker)들은 정치 , 

경제 인 목 으로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악용하여 악성코

드를 속히 유포시키고 있다[1,2]. 유포된 악성코드의 

부분은 기존 악성코드를 변형한 변종 악성코드이다. 사용

자들의 보안 인식 제고에 따라 백신 로그램 사용이 높

아졌지만 시그니처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백신 

로그램으로는 변종 악성코드 탐지에 한계가 있다[3,4]. 이

에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해 유사 악성코드를 분류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그러나 기존 연

구에서는 악성코드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된 정

보를 기반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되는 행 에 

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암호화되거나 패킹된 형태의 악성

코드에 한 분석이 어려운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호출되

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정보를 추출하고 

유사도를 분석하여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악성코드가 호출하는 API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해서 동  API 후킹이 가능한 악성코드 API 분석 시스

템을 개발하고 퍼지해시(Fuzzy Hash)인 ssdeep[7]을 이용

하여 비교 가능한 고유패턴을 생성하 다. 실제 변종 악성

코드 샘 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하는 악성코

드 분류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2. API 유사도 분석

   도우즈(Windows) 시스템에서 악성코드는 부분 실

행 가능한 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악성코드의 행 에는 

기본 으로 일, 지스트리, 로세스, 네트워크 행 가 

있으며 그밖에 서비스, GUI, 시스템 련 행 가 있다. 이

러한 행 는 모두 도우즈 시스템 내의 API를 통해 이루

어지기 때문에 호출되는 API와 그것의 라미터 분석으로 

어떤 행 인지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악성코드가 호출하

는 API 사이의 유사도를 분석함으로써 유사 행 를 수행

하는 악성코드들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1)은 악성코드 

API 사이의 유사도 분석 방안을 보여 다.

(그림 1) API 유사도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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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과 같이 악성코드별로 API명과 라미터를 추

출하고 ssdeep을 이용하여 고유패턴을 생성한다. 여기서 

고유패턴은 ssdeep의 해시값이 된다. 이후 생성된 고유패

턴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우즈 시스템의 주요 API 170개를 

상으로 동  API 후킹이 가능한 악성코드 API 분석 시

스템을 개발하 다. (그림 2)는 악성코드 API 분석 시스템 

구조를 보여 다.

(그림 2) 악성코드 API 분석 시스템 구조

   (그림 2)와 같이 악성코드 API 분석 시스템은 크게 

Host OS와 Guest OS로 구성된다. Host OS는 악성코드 

API 분석 요청과 분석 결과를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uest OS는 독립 인 도우즈 시스템으로서 실제로 

User Level과 Kernel Level에서 동  API 후킹을 수행하

고 수집된 결과를 Host OS에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Guest OS는 가상머신(VM)과 리얼머신(RM)으로 구

성되어 있어 Anti-VM 형태의 악성코드 분석도 가능한 

장 을 가진다.

 

3. 제안하는 악성코드 분류 기법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실행하여 호출되는 API를 

동 으로 후킹하여 API 정보를 추출하고 ssdeep을 이용하

여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3)은 제

안하는 악성코드 분류 기법의 처리 흐름도를 보여 다.

(그림 3) 악성코드 분류 처리 흐름도

   (그림 3)과 같이 악성코드 입력은 바이 리와 설정 일

(XML)로 이루어진다. 악성코드는 하나 이상의 일들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일에는 입력되는 악성코드 

일 개수와 실행할 바이 리 정보가 장되어 있다. 악성

코드의 실행은 악성코드가 분석용 Sandbox 환경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사용자 액션 기반의 매크로 형태로 이루어

진다. API 정보 추출은 복을 제거하고 식별 가능한 

라미터로 구성된 포맷으로 장된다. API 유사도 분석은  

ssdeep을 이용하여 고유패턴인 해시값을 생성하고 이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실험에서는 실제로 ‘13년 9월에 유포된 악성코드 샘

을 이용하 다. 해당 악성코드 샘 은 표 인 백신 진단 

정보제공 업체인 VirusTotal[8]을 통해서도 변종 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VirusTotal의 결과 를 보여 다.

(그림 4) VirusTotal 결과 

   실험을 해 악성코드 샘 별로 주요 7개 API 정보를 

추출한다. <표 1>은 실험에 사용된 악성코드 샘 별 API 

호출 리스트를 보여 다.

악성코드
(MD5) API 호출 리스트

B66F4322AAF867
22B08D3B592618
BD73

CF/CK/SV/CK/SV/CK/SV/CF/CK/SV/CK/SV/CK/SV/CK/S
V/CF/CF/RF/WF/RF/RF/CF/WF/RF/SV/SV/CF/RF/CF/CF/
WF/RF/SV/SV/CF/RF/CF/DF/CF/CF/WF/RF/WF/WF/CF/
CF/RF/CF/CF/WF/RF/SV/SV/WF/CF/CF/RF/WF/NP/CF/
RF/CF/WF/CF/RF/WF/CF/DF/CF/DF/RF/

0AE56D2F8D2FF9
EAE514954E2E1E
9503

CF/CK/SV/CK/SV/CK/SV/CK/SV/CF/CK/SV/CK/SV/CK/S
V/CF/CF/RF/WF/RF/RF/CF/WF/RF/SV/SV/SV/CF/RF/CF
/DF/CF/CF/WF/RF/WF/WF/CF/CF/RF/CF/WF/RF/SV/SV
/CF/WF/CF/CF/RF/WF/NP/CF/RF/CF/DF/CF/CF/WF/RF/
WF/WF/CF/CF/RF/CF/WF/CF/WF/CF/RF/WF/CF/DF/CF/
DF/RF/

10C3A147E72C91
4DF244F317EC57
9C0A

CF/CK/SV/CF/CK/SV/CF/CK/SV/CK/SV/CK/SV/CK/SV/C
K/SV/CF/CF/RF/WF/RF/RF/CF/WF/CF/WF/CF/CF/RF/CF
/WF/CF/CF/RF/CF/WF/RF/SV/SV/RF/SV/SV/SV/CF/RF/
CF/DF/CF/CF/WF/RF/WF/WF/CF/CF/RF/CF/WF/CF/CF/
RF/WF/NP/CF/RF/CF/WF/CF/RF/WF/CF/DF/CF/DF/RF/

B4E4C1AEEFA99E
1F91CABDF5AFF
C9533

CF/CK/SV/CK/SV/CK/SV/CK/SV/CK/SV/CK/SV/CK/SV/C
F/CF/RF/WF/RF/RF/CF/WF/RF/SV/SV/SV/CF/RF/CF/DF/
CF/CF/WF/RF/WF/WF/CF/WF/RF/SV/SV/CF/CF/RF/CF/
WF/CF/CF/RF/WF/CF/DF/CF/CF/WF/RF/CF/DF/CF/CF/
WF/RF/CF/DF/CF/CF/WF/RF/NP/CF/RF/CF/WF/CF/RF/
WF/CF/DF/CF/DF/RF/

 CF : CreateFile (새로운 파일 생성)
 CK : CreateKey (새로운 레지스트리 키 생성)
 SV : SetValue (새로운 레지스트리 값 생성)
 RF : ReadFile (파일 읽기)
 WF : WriteFile (파일 쓰기)
 DF : DeleteFile (파일 삭제)
 NP : NewProcess (프로세스 생성)

<표 1> 악성코드 샘 별 API 호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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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과 같이 악성코드 샘 별로 나열된 API 리스트

는 복되는 API는 제거하고 식별 가능한 라미터 정보

는 포함시켰으나 표 은 생략하 다. (그림 5)는 악성코드 

샘 별로 ssdeep을 이용하여 API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 API 유사도 측정 결과

   (그림 5)와 같이 실험에 사용된 악성코드 샘 의 API 

유사도가 평균 68%를 보이고 있어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 한, 각각의 변종 악성코드가 서로 63% 이상의 유

사도를 보이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PI 유사도 분

석을 통한 악성코드 분류 기법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가 호출하는 API 정보를 추출

하고 악성코드 사이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악성코드를 분

류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악성코드가 호출하는 API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해서 동  API 후킹이 가능한 악성

코드 API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퍼지해시인 ssdeep을 

이용하여 비교 가능한 고유패턴을 생성하 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악성코드 분류 기법의 유용성을 확

인하 다.

   향후에는 추출 상 API를 확 하고 ssdeep에 합한 

정제 포맷으로 수정하여 유사도 분석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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