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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바이 리 코드 수 에서 정 인 로그램 분석을 수행한다. 소스 코드가 아닌 바이 리 코드 수 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일반 으로 로컬 컴퓨터에 설치하는 실행 일은 소스 코드 없이 단지 바이 리

로 된 실행 일만 주어지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정 으로 분석을 수행하려는 이유는 정

인 제어 흐름 분석을 통해 로그램이 수행 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될지를 수행 에 악하기 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 리 실행 일로부터 함수간의 실행 순서  제어 흐름 등의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실행 흐름 그래 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바이 리 일의 실행 흐름과 험한 함수의 호출 여부를 동시에 

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 를 통해 바이 리 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한 실행 흐름에 한 

자동 탐색 방법을 제공하여 수행될 로그램의 안 성을 보장하고, 수행 에 외부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로그램이 안 한지를 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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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erform static program analysis for the binary code. The reason you want to analyze at 

the level of binary code, installed on your local computer, run the executable file without source 

code. And the reason we want to perform static analysis, static program analysis is to 

understand what actions to perform on your local computer.  

In this paper, execution flow graph representing information such as the execution order 

among functions and the flow of control is generated. Using graph, User can find execution 

flow of binary file and calls of insecure functions at the same time, and the graph should 

facilitate the analysis of binary files. In addition, program to be run is ensured the safety by 

providing an automated way to search the flow of execution, and program to be downloaded 

and installed from outside is determined whether safe befor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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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엔 많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실행 

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로그램 개발 과정  외부에서 제공된 API를 특별한 

검증 없이 사용하여 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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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설치된 실행 일이나 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API들이 컴퓨터 내에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는 실행

을 해보기 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

한 잠재 인 험성을 제거하기 해서 로그램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1][2].  

로그램 분석이란 컴퓨터 로그램의 행동이나 동

작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다. 최근 로그램 분석 

기술은 소 트웨어 공학, 로그래  언어 그리고 컴퓨

터 보안 등 많은 분야에 용되고 있다. 

로그램 분석의 상은 크게 소스 코드 수 과 바이

리 코드 수 으로 나뉜다. 소스 코드 수 의 로그

램 분석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

스 코드 분석의 가장 큰 장 은 취약  발견 시 로그

램에 한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은 컴 일러의 최 화 과정  발생할 수 있

는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웜이나 바이러스 코드처럼 

처음부터 소스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사용 불가

능 하다는 단 이 존재한다. 한 일반 으로 오  소

스가 아닌 경우엔 소스 코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

다는 문제 도 존재한다. 이 처럼 소스 수 의 로그

램 분석은 많은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그램 분석을 바이 리 코

드 수 에서 정 으로 수행한다. 바이 리 코드 수 의 

로그램 분석을 해 우선 도우에서 사용되는 바이

리 형식인 PE 일 구조에 해 분석하고, 분석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이 후 바이 리 

일을 니모닉 형태로 변경해주는 역어셈블러를 개발

한다. 역어셈블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어 흐름 그래

[3][4][8]를 생성한다. 제어 흐름 그래 로부터 함수간

의 실행 순서  제어 흐름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 리 일의 실행 흐름과 험한 함수의 

호출 여부를 악 한다. 마지막으로 실행 흐름에 한 

자동 탐색 방법을 제공하여 바이 리 로그램을 자동

으로 분석한다.  

이를 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3장에서는 PE 일 분석, 4장에서는 역어셈

블러, 5장에서는 제어 흐름 분석기를 구 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  향후 계획에 해 논한다. 

II. 관련연구

1.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로그램 분석은 분석이 수행되는 시 에 따라 로

그램을 실행하기 에 수행하는 정  분석과  로그램

을 실행하며 수행하는 동  분석으로 구분한다[5][6].

우선 동  분석은 로그램이 실행 에 가질 수 있

는 성질이나 행동을 실행 시간에 로그램을 수행하면

서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실행 시간에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메모리에 한 사용이나 사용자의 입력에 

해 분석을 수행하여 정확한 분석이 수행된다. 그러나 

동  로그램 분석은 실제 로그램을 실행하여 수행

되므로 실행 시간에 안 성이 요하게 생각되는 로

그램에 용하기에는 험하다는 단 이 존재한다. 

반면에 정  분석은 로그램이 실행 에 가지는 성

질을 실행 에 자동으로 안 하게 어림잡는 방법이다. 

컴 일 시간에 로그램이 분석되므로 컴 일 시간 분

석이라고도 한다. 정 인 분석 방법은 로그램을 실행

하여 실행 시간에 로그램의 취약 을 찾아내는 방법

에 비해 안 하고 로그램의 모든 실행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동  분석보다 강력하다.  

2. 소스 코드 분석과 바이너리 코드 분석
로그램의 분석은 어떤 코드 수 에서 수행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많이 수행하는 소스 코드 

수  분석은 분석 후 취약 이 발생 시 로그램의 수

정이 용이하다는 장 이 존재 하지만 바이 리 코드 분

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 이 존재한다

[7]. 첫째, 소스코드 수 의 분석은 컴 일러가 하는 일

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컴 일 과정  포함

되는 정  라이 러리나 로그램이 실행될 때 동 으

로 호출하는 DLL등에 해서는 고려할 수가 없다. 둘

째, 컴 일러의 최 화 과정  머신에 따라 코드가 변

형되는 경우나 여러 로그래  언어로 작성된 로그

램일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보안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웜이나 바이러스 같은 코드를 분석

하는 경우에는 일반 으로 소스 코드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스 코드 수 의 분석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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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반면, 바이 리 수 의 분석은 머신의 랫폼에 의존

인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즉, 메모리 이아웃, 지스

터의 사용 방법, 실행 순서 등에 한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한다.

III. PE 파일

1. PE 파일의 분석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바이 리 일 형식은 PE 

(Portable Executable) 일이다. PE의 의미는 Win32 

랫폼 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

로 심지어 인텔 CPU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PE 로

더를 이용하면 이 일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E는 도우에서 사용되는 실행 일 형식

이며, Win32의 기본 인 일형식이다.

 

그림 1. PE 포맷

[그림 1]은 PE 일의 일반 인 형태이다[9]. 

2. PE_VIEWER
우선 바이 리 형태인 PE 일의 구조와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도구로 PE_VIEWER를 개발한다. 

PE_VIEWER라 불리는 이 도구는 PE 일 형식의 

실행 일을 읽어 각각의 구조들을 찾아 내용을 보여주

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개발된  PE_VIEWER에서는 

바이 리로된 정보들을 각 구성별로 추출한 후 각각의 

정보를 헥사 형식으로 변경해 출력한다. 

PE_VIEWER를 통해 추출된 정보  특히 이후 디스

어셈블된 형태로 일을 생성하기 해서는 텍스트 섹

션(.text)에 한 정보가 요하다. 왜냐하면 텍스트 섹

션은 코드와 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PE 일에서 텍스트 섹션을 찾는 방법은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텍스트 섹션 찾기

오 셋 0x3c부터 4Byte는 PE 시그니쳐(PE \0 \0)에 

한 오 셋을 나타낸다. PE 시그니쳐 바로 다음에 

20byte의 일 헤더(File Header)가 존재하고, 옵션 헤

더(Optional Header)가 존재하는데 옵션 헤더는 표  

필드(Standard field), 도우 필드(Windows specific 

field), 데이터 디 토리(Data directory)로 나눠진다. 

32bit 컴퓨터를 가정했을 때 각각의 필드들의 크기는 

28byte, 68byte, 가변크기로 정해진다. 이때 데이터 디

토리 필드의 길이는 하나의 데이터 디 토리 필드의 

크기가 8byte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byt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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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개수)로 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 디 토리 개

수는 도우 필드의 마지막 4byte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옵션 헤더 다음에 섹션 테이블(Section table)이 오는데, 

섹션 테이블의 시작 에서 20byte 치의 4byte가 텍스

트 섹션의 크기를 나타내며, 24byte 치의 4byte가 텍

스트 섹션의 오 셋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각 섹션

을 나 고, 장된 내용은 PE_VIEWER를 통해 확인한다.  

그림 3. PE_VIEWER

[그림 3]은 PE_VIEWER의 수행 모습이다. PE 일

의 구성 요소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트리 뷰어(Tree 

Viewer)로 나타내고 해당 구성 요소를 클릭하면 련

된 오 셋 주소와 헥사로 된 내용 그리고 아스키 코드

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하 다. 헥사로 나타

나는 구성 요소의 내용들은 이후 디스어셈블러를 통해 

니모닉 형태로 변경된다.

IV. 디스어셈블러  

PE 일은 바이 리 형태로 되어있다. PE_VIEWER 

에 의해 바이 리 형태를 헥사로 변경했지만 여 히 직

 바이 리 형태나 헥사 형태의 코드를 가지고 로그

램을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바이 리 

일과 1:1로 매핑되는 어셈블리 형태로 코드의 변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이 리 코드가 니모닉

(mnemonic) 형태로 변경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를 해 바이 리 형태로 되어있는 코

드를 니모닉 형태의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PE-Disassembler를 개발한다.

1. 바이너리를 니모닉으로 변환
우선 바이 리 일을 니모닉으로 변환하기 해서

는 IA-32 Instruction Format을 참조해야 한다[10]. 변

경 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수행된다. 

를 들어 텍스트 부분의 16진수 데이터가 “8B EC”

일 때 명령어는 8B와 EC로 나눠지게 된다. 8B에 해당

하는 오피코드(Opcode)부분은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 

1byte를 차지하거나 2byte 혹은 3byte를 차지한다. EC

에 해당하는 ModR/M 부분은 1byte의 공간을 차지하

게 된다[10]. 변경에 한 자세한 사항은 [10]을 참조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 8B EC인 바이 리 코드

가  MOV EBP, ESP와 같이 디스어셈블 형태로 생성된

다.

2. 디스어셈블러 구현
개발한 PE_VIEWER를 기반으로 PE_DISASSEMBLER

를 구 한다. 디스어셈블러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PE_VIEWER에서 생성한 헥사 형태의 정

보를  읽어오기 한 부분, 즉 PE_VIEWER로부터 텍

스트 섹션을 읽어오는 부분이다. 둘째, 텍스트 섹션으로

부터 읽어온 정보들을 [그림 4]에서와 같이 니모닉으로 

변환하는 부분, 즉 오피코드를 어셈블리 명령어로 변환

하고 주소를 계산하는 부분이다.

[그림 4]는 텍스트 섹션 정보를 PE_VIEWER로부터 

읽어온 후 코드를 니모닉 형태로 변환하는 모듈이다.  

실제 니모닉 코드 생성은 [그림 4]의 제와 같이 해

당 명령어와 오피코드들을 추출한 후에 Decode(), 

ShowDecoded(), FlushDecoded() 함수들을 반복 으로 

호출하는 형태로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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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er to PE signature 

int sigptr = reader.readDw(60);

// Data directory enttry 

int direcnum = reader.readDw(sigptr+116);

// Size of text section

int txtsize = 

reader.readDw(sigptr+116+4+(direcnum*8)+16);

int [] Opcodes = new int [txtsize];

for(int i=0; i<txtsize; i++){

  Opcodes[i] = 0xff & (int)arr[txtoffset];

  txtoffset++;

}

// Index of opcoded to decode

Indexer Index = new Indexer(0);

// Common Entry Point

Disasm.Address = 0x00401000;

for(Index.val=0;Index.val<txtsize-1;Index.val++)

{

// Decode Instruction

Decode(Disasm,Opcodes,Index);

// Upper Case Assembly (Optional)

Disasm.Assembly = Disasm.Assembly.toUpperCase();

// Show Decoded instruction, size, remarks

ShowDecoded(Disasm);

// Calculate total size of an instruction + Prefixes, and 

Fix the address of IP

Disasm.Address += Disasm.OpcodeSize + Disasm.PrefixSize;

// Clear all information

FlushDecoded(Disasm);
}

그림 4. 니모닉 형태로 변환하는 모듈

그림 5. PE Viewer에서 memory dump한 화면

[그림 5]와 같이 PE_VIEWER에서 "E8 06 00 00 00" 

로 표 된 부분을 가져와 PE_DISASSEMBLER에서 

디스어셈블하면 [그림 6]과 같이 디스어셈블 된 결과를 얻는다. 

그림 6. Disassemble 결과

읽어들인 일의 체 내용을 디스어셈블된 형태로 

출력하면 [그림 6]과 같이 출력된다. 즉, E8 06000000 

이라는 헥사 형태의 코드가 CALL 00401044로 변환되

어 출력된다. E8이라는 기계어 코드는 CALL이라는 니

모닉 코드로 디스어셈블되고, 06000000이라는 주소가 

00401044로 변환된 것이다. 이 명령어는 00401044의 주

소를 갖는 곳을 호출하라는 의미이다. 

제어 흐름 처리에 사용할 주소들을 생성하 고, JMP, 

CALL과 같은 제어 련 명령어를 디스어셈블하여 생

성하 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 흐름 그래

를 생성할 수 있다.   

V. 제어 흐름 분석기 구현

생성된 디스어셈블된 정보를 이용하여 Flow Graph 

Analyzer를 구 하여 제어 흐름을 시각화한다. 시각화 

표 을 해 Eclipse[11]와 JGraph[12]를 이용한다. 

제어 흐름 분석을 해 [그림 7]과 같은 TestStrcpy.c 

제를 작성한다. TestStrcpy.c 일은 C언어로 작성하

고, main 함수에서 if, else의 분기문을 통해 whenTrue 

함수나 whenFalse 함수를 호출한다. whenTrue 함수내

에서는 strcpy 함수와 printf 함수가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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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False 함수내에서는 printf 함수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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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estStrcpy.c 

 

Microsoft Visual Studio 6.0으로 TestStrcpy.c 일

을 컴 일하여 TestStrcpy.exe 일을 생성한다. 생성

된 일을 앞에서 구 한 PE_VIEWER와 PE_ 

DISASSEMBLER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생성한 후 

Flow Graph Analyzer를 통해 제어 흐름 그래 를 작성

한다. Flow Graph Analyzer의 시작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로고 로딩 

Flow Graph Analyzer에서 일 열기 버튼을 클릭하

고 해당 실행 일을 선택하면 [그림 9]와 같이 로시

의 호출 그래 가 생성된다. 로그램의 상단에는 메

뉴가 나타나고 왼쪽의 FileInfoView 뷰에는 식별 가능

한 로시 의 개수와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오른쪽

의 Call Graph 에디터에는 체 호출 그래 가 나타난다. 

그림 9. TestStrcpy 파일의 호출 그래프

그림 10. FileInfoView의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림 11. FileInfoView의 항목 확대

[그림 10]은 FileInfoView에서 각 항목을 펼쳤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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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종류별 구분하 고, 시그니처를 이용하여 식

별 가능한 함수들에 해서는 이름으로 표 하 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FileInfoView 부분을 확 한 

것이다.  

기존의 도구와 구 한 Flow Graph Analyzer의 가장 

큰 차이 은 그래 에 한 표  방식이다. 바이 리 

코드 분석에 사용되는 표 인 도구인 Ollydbg[13]의 

경우에는 그래  생성을 하지 않고, IDA Pro[14]의 경

우에도 하나의 로시 에 한 제어 흐름은 나타내지

만 체 로시  간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체 인 호출 계를 표시하기 해 Call Graph

를 제공하지만 Call Graph가 이미지로 되어 있고 무 

복잡해 내용을 악할 수 없다는 단 이 존재한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 작성한 Flow Graph Analyzer는 각 

기본 블록을 노드로 표 하고 있으며 체 인 호출 

계를 표 한다. 실제 바이 리 일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호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 인 호출 계를 확

인하기 해 하나의 로시 를 노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룹핑 기능을 추가하여 체 인 호출 계와 함께 개

별 인 로시 의 제어 흐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 이  IDA Pro의 경우 개별 인 로시

의 흐름은 악하기 쉬웠지만 체 인 제어 흐름은 

악하기 어려웠다는 단 이 존재한다. Flow Graph 

Analyzer에서는 체 그래 를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다. 

 

그림 12. 그룹핑 한 후의 모습

[그림 12]는 [그림 10]에서 로시  그래 의 왼쪽 

구석의 ‘-’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핑한 결과 이다. 그룹

핑을 통해서 체 인 제어 흐름과 함수 호출 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3. 줌 기능으로 축소한 후

[그림 13]과 같이  기능도 추가하여 체 인 제어 

흐름을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경우 그룹

핑 기능을 잘 활용하면 제어 흐름을 악하는데 더욱 

효과 이다.

 

그림 14. 경로 찾기 

[그림 14]는 경로를 찾기 해 시작 을 의미하는 소

스를 설정하는 모습이다. Flow Graph Analyzer에서는 

특정 시작 치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를 복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strcpy와 같이 험할 수 있는 함

수로의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경로 찾기에 있

어 요한 은 가장 짧은 경로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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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찾는 것이다. 이론 으로는 

인  행렬을 이용하여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찾으면 되

지만 생성된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무 많이 

걸린다는 단 이 존재하 다. 따라서 KShortestPaths 

알고리즘을 용하여 가능한 경로를 찾는다. 

KShortestPaths 알고리즘은 Dijkstra의 ShortestPath 

알고리즘의 변형으로 K개의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알

고리즘이다. 재 생성되는 제어 흐름 그래 는 유향 

그래 로 작성이 되고 간에 사이클이 발생되는 경우

도 존재하지만 최단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사이클은 무

시되고 깊이 우선 방식으로 경로를 찾는다. 모든 경로

를 찾기 해서는 찾을 경로의 개수를 의미하는 K값이 

요한데 Flow Graph Analyzer에서는 이 값을 50으로 

설정하 다. 보통의 경우 시작 지 에서 특정 치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10개를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혹시

라도 놓치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크

게 잡았다.

 

그림 15. 경로 탐색 결과 

그림 16. PathListView 창 

[그림 15]는 경로에 해 붉은 색으로 소스 노드를 설

정하고 란색으로 타겟 노드를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을 때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6]에서는 결과로 

2개의 경로를 찾아 내었다. 찾아낸 경로를 확인하기 쉽

도록 간선을 붉은 색으로 표 하 다. 으로 경로를 

추 하여도 되지만 경로에 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PathListView 창에 [그림 16]과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6]에는 찾아진 2개의 경로에 한 체 리스

트가 출력된다.

VI. 결론 및 향후 계획 

바이 리 실행 일로부터 함수간의 실행 순서  제

어 흐름 등의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Flow Graph 

Analyzer를 구 하여 사용자가 바이 리 일의 실행 

흐름과 험한 함수의 호출 여부를 동시에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그래 를 통해 바이 리 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 다. 

이를 해 도우에서 사용되는 바이 리 형식인 PE

일 구조에 해 분석하 고, 이를 돕기 해 분석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인 PE_VIEWER를 개발하

다.  한 바이 리 일을 니모닉 형태로 변경해주

는 디스어셈블러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 디스어셈블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PE_DISASSEMBLER를 개발

하 다. 역어셈블된 정보를 통해 제어 흐름 그래 를 

생성하 다. 한 실행 흐름에 한 제어 흐름 그래

와 자동 탐색 방법을 제공하여 수행될 로그램의 안

성을 보장하고, 수행 에 외부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로그램이 안 한지를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경로 탐색 과정에서 KShortestPaths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특정 로시 나 함수까지의 경로를 탐색

하고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Flow Graph 

Analyzer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도록 그룹

핑, 탐색, 컬러링, 속성 창 등을 제공하 다. 그리고 검

색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함수나 주소를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재 개발된 도구는 분석하는 일의 크기가 

커지고 처리해야 그래 의 노드의 양이 많아지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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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단 이 발생하 다. 이는 

그래  분석의 특징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성능 향상에 한 향후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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