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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분석 기반의 스마트 퍼징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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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of Smart Fuzzing System Based on Hybri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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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 또한 크게 성장하였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일상생
활에서부터 금융과 공공 기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의 활성화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욱 
고도화 되고,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비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미 OpenSSL 하트블리딩 취약
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으며, 그밖에도 이란의 원자력 발전시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프로그램 보안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
어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탐지·식별 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퍼징 시스템을 제
안한다. 

주제어 : 스마트 퍼징,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하이브리드 분석, 소프트웨어 취약점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worldwide, software industry has also grown 
tremendously, and it is exerting influence on the general society starting from daily life to financial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various security threats that can inflict serious threat to provided 
services in proportion to the growing software industry, have also greatly increased. In this thesis, we suggest a 
smart fuzzing system combined with black box and white box testing that can effectively detect distinguish 
software vulnerability which take up a large portion of the security incidents in appli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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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융이나 

공공 기  까지 사회 반에 걸쳐 많은 IT 서비스들이 출

시되고 있다 [1, 2, 3]. 그러나 이 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하는 공격 한 비

례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4년 4월에 보안 패치 

이 의 보안취약 을 활용한 OpenSSL 하트블리드 제로

데이 공격과, 2010년 7월의 이란 원자력 발 시설을 공격

한 스턱스텟, 2011년 미국의 에 지 기업을 공격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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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드래곤 등과 같이 기업이나 공공 기 의 데이터를 탈

취하기 하여 지속으로 취약 을 공략하는 APT공격, 

2010년 Paypal 사이버 공격과 같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

어 있어 공격의 상이 되는 웹 사이트 공격 등 많은 서

비스들이 SW 자체 보안 취약 으로 공격을 당하 다[4]. 

한 Gart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SW 보안사고의 75%는 

취약 을 가지고 있는 응용 로그램에서 발생한다고 하

으며, Symante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발견된 취약 이 5,291개에 이른다고 한다[5, 6].

이러한 이유로 SW 보안 취약 을 방하기 해 다

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 로 국외의 MITRE는 

미국 국토보안부내 국가 사이버 보안국의 지원으로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를 설립하여 SW 취

약 을 다양한 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에서는 C, C++, JAVA, Perl 

언어로 개발되는 어 리 이션에 하여 보안 취약 을 

제품 출시 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7, 8, 9, 10]. 한 국내에서는 2012년 5월

에 발표한 행정안 부의 시큐어 코딩 의무화 법안에 따

라 4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는 행정안 부가 제공

하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라 43개의 보안 취약

을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SW들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

은 보안 취약 으로 인해 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방지

하기 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퍼징은 이러한 노력  취약 을 발굴하기 한 방법

으로 1989년에 Wisconsin-Madison 학의 Barton Miller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된 일종의 SW 보안 테스트 기법이

다[11]. 무작 로 SW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에러가 발생

하는 경우를 탐지함으로써 취약 을 검출한다. 그러나 

무작 로 도출된 입력 값 기반의 퍼징은 특정 취약 에 

한 도출이 어렵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문제 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연계한 하이 리드 분석 기반의 스마트 퍼징 시스템을 

설계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보안 취약

을 검사하기 한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

트, 퍼징을 간단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스마트 퍼징 시

스템을 구성하기 한 구성요소를 정의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스마트 퍼징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과정을 설

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Fig. 1] Black box testing and White box testing 

2.1 블랙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는 테스터가 SW가 무엇을 하는지만 

알고서 수행하는 테스트로, 테스터는 SW 내부 으로 어

떻게 동작하는지 모른다. 오직 [Fig. 1]의 왼쪽 그림과 같

이 SW 기능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입력 값에 응하는 

결과 값만 도출하여 테스트를 한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스코드의 정보와 기술  스킬을 요구하지 않고 큰 시

스템에 유용하다는 장 이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가능한 입력 값을 테스트하기엔 무리가 있고, 논리  오

류를 검출하지 못하며, 명확한 기능  사양에 한 지식 

없이 테스트 이스를 만들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2.2 화이트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테스터가 SW의 코드에 근하

여 검사하는 테스트로, 테스터는 SW의 내부  동작 과

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SW 입력 값이 어떻게 결과 값을 도출하는지 확인 할 수 

있지만, 코드의 동작에 맞추어 테스트를 수행하다가 객

으로 테스트를 하지 못할 험이 있다[12]. 화이트박

스 테스트는 코드에 근 할 수 있어 모든 코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숨어 있는 코드에 한 에러를 식별할 수 

있으며, 입력 값을 추측하기 쉽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짜

기 쉽다는 장 이 있으나,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수행하

기 해 숙련된 스킬이 필요하고, 비용이 비싸며, 테스트 

사양을 충족시켰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2.3 퍼징

퍼징은 SW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나 무작 로 선출한 



A Design of Smart Fuzzing System Based on Hybrid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Function Content

Integrated 

platform 

services

- Vulnerability analysis Search service to retrieve 

information from the entire field of the data

Dashboard

- Service represented by Figure to be able to 

analyze the data in a visual

- Service that represents the total number of 

vulnerabilities, the number of registered projects, 

and the total number of revised vulnerabilities 

<Table 1>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 Functions

값을 입력하여 기 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여 에러와 

잠재되어 있는 취약 을 식별하는 보안 테스트이다. 퍼

징은 한 테스트하기 해 입력 값을 선출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SW에 한 지식 없이 무작 로 

입력 값을 선출하는 블랙박스 퍼징과, SW의 코드와 수

행 내용의 지식을 기반으로 입력 값을 선출하는 화이트

박스 퍼징, 블랙박스 퍼징과 화이트박스 퍼징의 장 을 

결합하여 하이 리드 분석을 수행하는 그 이박스 퍼징

이 있다[13]. 본 논문은 이 그 이박스 퍼징의 확장된 개

념으로 스마트 퍼징을 설계하 다.

3. 스마트 퍼징 구성요소

[Fig. 2] Proposed Smart Fuzzing Structure

스마트 퍼징은 기존 퍼징과 달리 소 트웨어 취약

을 발견하기 한 자동화된 방법으로 우선 퍼징을 수행

하고자 하는 상 SW에 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여야 

하며, 데이터 일  SW 자체에 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한다[14]. 제안하는 스마트 퍼징은 기존의 퍼징과 달

리 [Fig. 2]와 같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Static analysis

을 통해 취약  정보와 입력 일 구조를 모델링화 시키

고, 모델링된 데이터 구조와 취약코드를 블랙박스 테스

트의 Dynamic analysis를 통해 연계 Fuzzing하여 입력 

데이터를 추출하여 취약 을 탐지하고 리포트 한다. 제

안하는 스마트 퍼징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연계 

처리하여 정확한 취약 을 식별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3.1 Static Analysis Engine 

Static Analysis Engine은 소스코드의 보안약 을 분

석하기 해 분석 상 소스 일이 업로드가 되면, 업로

드 된 소스 일 검 후 분석 결과를 생성한다[15]. SW 

취약  분석 상으로 SANS 연구소, MITRE, 그리고 미

국  유럽의 여러 유수 소 트웨어 보안 문가들이 

력해서 만든 25가지 보안약  목록인 CWE SANS TOP 

25와, 주요 웹 애 리 이션 보안 취약 으로 인한 향

을 알리기 해 OWASP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안약  리

스트 OWASP Top10, 안 한 S/W 개발을 해 필수 진

단하여 제거해야 하는 행정안 부에서 제시한 S/W 보안

약  등을 기  삼아 Static Analysis을 수행한다[16, 17].

3.2 Dynamic Analysis Engine

Dynamic Analysis Engine은 Dynamic Analysis을 수

행하는 Fuzzer로서 스마트퍼징을 수행할 상 SW에 

Static Analysis로 도출된 취약 을 기반으로 입력 값을 

선출하여 Dynamic Analysis을 수행한다[18]. 무작 로 

선출된 입력 값이 아니라 취약  의심이 높은 입력 값을 

상으로 수행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여 취약 을 도출 할 수 있으며, 

Static Analysis가 가지고 있는 논리  오류 검출만의 한

계를 극복한다. 

3.3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은 스마트 퍼징을 수

행하기 하여 정보를 종합하고 리자가 다양한 소스코

드를 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랫폼이다. 기본

으로 스마트 퍼징을 수행하는 각 구성 요소의 입력  결

과 값을 산출하고 장하고, 다양한 소스코드  SW에 

하여, 스마트 퍼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종합 으로 

처리하기 해 데이터를 모델링화 하여 각 구성요소 간

에 유기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으

로 스마트 퍼징 수행 결과를 report한다. 뿐만 아니라 

<Table 1>와 같이 사용자 편의를 한 종합 리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스마트 퍼징 과정을 모니터

링 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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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 Checking the detailed analysis

- Confirming results through intuitive charts with 

detailed numerical analysis results

[Fig. 3] Proposed Smart Fuzzing System

3.4 Data set DB 

 Data set DB는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에서 

수행한 스마트 퍼징 상 SW의 모델링화된 데이터 셋을 

장하고 Static Analysis로부터 Dynamic Analysis을 통

해 도출된 내역  결과를 장하며, Dynamic Analysis 

Engine이 스마트 퍼징을 수행할 때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 각 수행 내역  결과 값을 장하여 최종 으로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이 사용자에게 스마트 

퍼징 수행 결과를 report 할 수 있게 해 다.

4.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스마트 퍼징 시스템은 [Fig. 3]와 같이 Static 

Analysis Engine,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 Data 

set DB, Dynamic Analysis Engin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스코드와 퍼징 상 정보, 퍼징 상의 SW를 기반으

로 스마트 퍼징을 수행하여 결과를 report 한다. 스마트 

퍼징 수행 차는 다음과 같다.

①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를 통하여 분석 

상이 되는 사이트 혹은 SW의 소스 일을 기본정

보(SW 명세 등)와 함께 등록한다.

②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에 등록된 자료를 

Static Analysis Engine에 등록하여 Static Analysis

로 얻을 수 있는 취약 을 검출한다. 한 Static 

Analysis을 통하여 외부에서 데이터가 유입되는 

소스를 검출하고, 검출된 소스를 바탕으로 Dynamic 

Analysis를 수행하기 한 입력 값 비 취약  의

심 소스 검출을 한다. 

③ Static Analysis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모델링하

여 Data set DB에 장하고, 분석데이터 장 시 

분석에 한 편의성  분석 상의 정확성을 하

여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의 결정에 의해 

자동과 수동 두 가지 옵션  하나로 장한다. 첫

째 자동 옵션은 ②에서 검출된 소스에 하여 체 

항목을 자동으로 Data set DB에 장하고 추후에 

Dynamic Analysis으로 분석할 퍼징 데이터를 추

출한다. 둘째 수동 옵션은 ②에서 검출된 소스 

에서 분석 담당자에 의해 체크된 소스만 Data set 

DB에 장하고 Dynamic Analysis으로 분석할 퍼

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A Design of Smart Fuzzing System Based on Hybrid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9

④ ①에서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에 의해 Data 

set DB에 등록된 기본정보를 Dynamic Analysis 

Engine에 등록하여 블랙박스 테스트를 비한다.

⑤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에 의하여 Data 

set DB에 모델링화 되어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Dynamic Analysis Engine를 통하여 분석 상

(Software)에 블랙박스 테스트를 수행한다.

⑥ Dynamic Analysis Engine의 블랙박스 테스트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

을 통하여 Data set DB에 장한다. 블랙박스 테

스트를 통하여 얻은 자료에는 검출된 보안취약

과 상 Software에 에서 추출된 정보를 장한다.

⑦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에 장된 화이트

박스 테스트(Static Analysis Engine)을 통하여 검

출된 데이터와, 블랙박스 테스트(Dynamic Analysis 

Engine)를 통하여 검출된 데이터를 매칭하고,  테

스트의 정보를 종합하여 스마트 퍼징을 하기 한 

SW 명세와 데이터셋을 Data set DB에 송하여 

등록한다. 한 매칭 시에도 수동매칭 옵션을 더하

여 데이터 정확성을 높인다. 그리고 테스트 상이

나 목 의 특성에 따라서 옵션을 두어 리자가 

Dynamic Analysis Engine에서 스마트 퍼징을 수

행하고 Data set DB에 수행하 던 내역과 결과를 

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최종 으로 등록된 데이터를 통하여 Dynamic 

Analysis Engine을 통하여 스마트 퍼징을 수행하

고 Data set DB에 상태  결과값을 장하여, 스

마트 퍼징 수행 결과를 Vulnerability Analysis 

Platform를 통하여 report 한다. 

5. 결론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SW는 사회 반에 걸

쳐 거의 모든 역에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향상된 

서비스 질과 증가하는 분야에 비례하여 악의 인 공격자

의  한 크게 증가 하 으며, 특히 SW 보안 사고의 

75%가 응용 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 이라고 발

표한 가트 의 보고서처럼 SW 취약 은 큰 문제가 되었

다. 그 기 때문에 재 SW의 취약 을 사 에 발견하

여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분야에서 연구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악의 인 공

격자로부터 사 에 공격을 방할 수 있도록 SW를 출시

하기 에 혹은 출시한 이후에라도 SW의 취약 을 미리 

탐지하여 리포트 할 수 있는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

스 테스트를 연계한 스마트 퍼징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연계를 통하여 

기존의 퍼징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동화된 방안으로 효율 으로 취약 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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