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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과 멀티미디어 응용프로

그램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사용되면서 

멀티미디어 산업 분야에 큰 효율성과 다양성을 부여

하고 많은 이득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눈부

신 멀티미디어 기술의 성공 이면엔 개인의 호기심이

든 경제적 이득이든 다양한 이유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에 손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악성코

드의 개발도 지속되어 왔다. 실제 보안침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를 넘어서 있다. 특히 악성코드를 이용한 보안침해 

사고는 사건의 발생 빈도뿐 아니라 기술적 진보 측면

에서도 다른 ICT 기술에 발전 속도에 비례해 끊임없

이 발전하고 있다.

악성코드란 컴퓨터, 서버, 클라이언트 및 컴퓨터 

네트워크에 피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

계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 실행 코드, 스크립트,

액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을 띄고 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 웜, 토로이 목마, 스파이 웨어, 에드웨어를 

포함해 최근에 여러나라에 걸처 많은 피해를 가져온 

랜섬웨어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코드들을 포

괄한다. 악성코드의 배포형식도 다양하여 이메일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에 악성 문서파일을 첨부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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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빼내는 해킹사고를 유발하기는 방법도 있다

[2].

이러한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방

법들이 제시되었지만, 그중에서 코드의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블랙 리스트 혹은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

고 이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기존에 알려진 악

성코드를 탐지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역공학

이 제시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 코드의 악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밝혀내는 방법이 있다. 이는 

악성코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이지만 역

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코드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

어 대량의 악성코드를 실시간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기계학습을 비롯한 인공지능의 괄목할 만

한 발전에 힘입어 기계학습의 다양한 방법들을 악성

코드 탐지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3-6]. 시그니처를 이용한 방법이나 전문가의 정

적, 동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계학습의 

학습 기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이다. 기계학습을 이용

해서 학습을 시키고 악성코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계학습의 선택 못지않게 사용하는 특징 집

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기계학습을 사용하

는 분류기의 성능이 코드를 대표하는 특징 집합에 

크게 의존하므로 악성코드와 정상코드를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한 특징들을 추출하고 선택해야 한다. 하

지만 일반적인 분류 문제와는 달리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코드로부터 악성과 정상을 구분 짓는 적절한 

특징을 추출하는 문제는 직관적이지 않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특징으로는 바이너리로부터 직접 얻는 

n-gram을 사용하거나 파일 포맷의 규칙에 따른 헤

더 정보나 파일 크기, 링커 버전 등의 메타 정보를 

사용한다[7].

한편, 사용하는 특징의 종류 못지않게 중요한 사

항은 특징 집합의 크기이다. ‘차원의 저주’라는 말이 

의미하듯 지나치게 많은 특징들을 사용하는 경우 많

은 학습 시간과 판별 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실시간

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판별의 경우 이는 특히 문제가 

된다. 따라서 탐지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가능

한 한 크기가 작은 특징 조합을 선택하는 방법이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특징 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

으로는 필터 방법(filter method)과 래퍼 방법(wrap-

per method)이 있다[8]. 필터 방법은 개별 특징과 라

벨과의 관계성을 상관계수나 정보 이론적인 수치로 

측정하여 순위를 매긴 후 주어진 임계치를 기준으로 

특징들을 선택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다. 필터 방법

은 계산량이 적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

관성이 높은 비슷한 특징들이 중복해 사용될 수 있고 

특징 조합이 주는 창발적(emergent) 특성을 무시하

게 되는 단점이 거론된다. 이에 반해 래퍼 방식은 사

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의 성능을 직접 목적함수로 사

용하여 이를 극대화하는 특징 조합을 해공간으로부

터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점으로는 주어진 특

징 집합으로부터 지수승개의 가능한 특징 조합을 대

상으로 탐색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사용하는 기계학습 방법에 과적합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하지만 필터 방법에 

비해 명시적으로 분류기의 성능을 사용한다는 점에

서 일반적으로 탐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9]는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기존의 래퍼 방

법이 사용하던 분류기의 성능 대신 k-means 클러스

터링의 클러스터링 정확성을 목적함수로 하는 한편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높은 탐지율과 짧

은 특징 조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하는 특징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NSL_KDD

데이터 집합을 대상으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9]가 제안한 접근법을 악성코드 탐지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Pearson 상관

계수를 추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특징 추출 

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

즘 기반의 특징 선택 방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서

포트 벡터 머신(SVM)을 이용한 분류기를 설계한다.

5장에서는 각각 10,000개씩으로로 구성된 학습 데이

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성능을 평가하고 6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특징 추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이너리로 되어있는 코드

로부터 코드를 대표하는 특징들을 추출하는 일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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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분류 문제와 달리 직관적이지 않다. 코드로부터 

직접 얻는 n-gram을 비롯해 역공학을 이용한 정적 

혹은 동적 분석 방법에서 얻어진 여러 정보들이 코드

를 대변하는 특징으로 사용되고 있다[7]. 이 중 Hyrum

Anderson에 의해 추진된 yourarespecial[10] 프로젝

트에서 개발한 PEFeatureExtractor 툴은 Windows

PE 코드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적 분석 특징을 제

공한다. 이 정적 특징들은 PE 파일의 파싱을 요구하

지 않는 원시 특징(raw feature) 유형과 파싱을 요구

하는 파싱 특징(parsed feature)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아래 Table 1은 대표적인 원시 특징과 파싱 

특징을 보여준다.

PEFeatureExtractor 툴이 제공하는 특징들의 종

류는 총 2350가지이다. 논문이 사용하는 학습 및 테

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PEFeatureExtractor 툴이 

제공하는 2350개의 특징을 추출해 본 결과 이 중 504

개만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특징들은 

모두 0값 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PEFeatureExtractor 툴이 제공하는 특징 중 의미 있

는 값을 가진 504개의 특징만을 기본 특징으로 사용

한다.

다음 장에서 제안하는 특징 선택 알고리즘은 이들 

504개로 구성된 특징 집합을 대상으로 최적 특징 조

합을 선택하고자 한다. 504개로 구성된 특징 집합으

로부터 선택 가능한 특징 조합의 수는 2504-1이다. 따

라서 모든 특징 조합을 대상으로 일일이 성능을 측정

한 후 최적의 특징 조합을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

3. 특징 선택 알고리즘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악성코드 자동 분류기

의 성능은 선택된 특징 조합의 구성 및 크기에 좌우

된다. 본 장에서는 악성코드 분류기의 탐지율을 떨어

뜨리지 않으면서도 선택된 특징 집합의 크기를 최소

화하기 위해 [9]가 제안한 방법을 악성코드 탐지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함으로

써 실시간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은 주어진 해 공간으로부터 최적

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특히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은 두 개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파레토 최적인 해

를 찾는 문제에 사용된다.

크기가 N인 주어진 특징 집합으로부터 선택 가능

한 모든 특징 조합은 2N–1개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최고의 탐지율을 보장하는 한편 가장 짧은 길이를 

갖는 특징 조합을 찾는 문제가 본 논문의 최종 목적

이다. 하지만 SVM과 같은 특정 분류기를 목적 함수

로 사용하는 래퍼 방법의 경우 모든 특징 조합의 성

능을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탐색 방법이 제안되어 왔으나 

최근 [9]는 NSL_KDD 데이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3.1.1 특징 집합의 표현

크기 N인 주어진 특징 집합 F = {f1, f2, f3..., fN}으로

부터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특징 조합 S는 아래와 

같이 2진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다.

S = s1s2s3...si...sN, si = 0 or 1 (1)

i번째 특징 fi가 선택되면 si는 1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0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 

PEFeatureExtractor가 제공하는 특징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특징 조합의 개수가 22350-1개(모든 특징

이 선택되지 않은 해는 제외)가 된다. 이 중 길이가 

가장 짧으면서도 악성코드 탐지율을 최대로 하는 특

징 조합 S*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주어진 S에 

대한 길이는 1의 개수로 정의된다.

3.1.2 목적함수

목적함수는 두 가지 목적함수 즉, 탐지율 관련 목

Table 1. Representative features of PEFeatureExtractor 

[11] 

Feature type Representative featurs

raw features

Byte histogram

Byte entropy histogram

Strings

parsed features

General file info

Header file info

Section info

Imports info

Export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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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수와 특징 조합의 크기 관련 목적함수로 구성된

다. 우선 탐지율 관련 목적함수 Od(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d(S) = K-Means_Cluseter_Accuracy(S, T)

/ | T| (2)

K-Means_Cluster_Accuracy()는 해당 특징 조합 

S를 이용하여 라벨을 가진 훈련 집합 T를 대상으로 

군집화의 정확도를 계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정상코

드 50개, 악성코드 50로 구성된 훈련 집합을 대상으

로 특징 조합 S’이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

해 80개를 정확히 원래의 자기 소속 군집으로 분류하

였다면 이 값은 80이 된다. 그리고 사용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초기 군집 중점은 랜덤하게 선정

하였고 알고리즘의 반복되는 프로세스는 더 이상 중

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종료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목적함수인 크기 관련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s(S) = (N-| S| )/N (3)

따라서 주어진 특징 조합 S의 크기 관련 목적함수

Os(S)는 S의 크기 | S|가 작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반면, 특징 집합의 크기 N에 근접하면 0에 가까

운 값을 갖는다.

최종 목적함수는 아래 식 (4)와 같이 위 두 목적함

수의 가중치 합으로 정의된다. ω 값의 크기에 따라 

탐지율에 관한 목적함수와 특징 조합의 크기에 관한 

목적함수의 중요도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즉 ω가 1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결정하면 특징 

조합의 크기보다는 탐지율에 비중을 두고 목적함수

를 선정하게 되고 0에 가까운 값을 선택하면 특징 

조합의 크기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게 된다.

O(S) = ω*Od(S)+(1-ω)Os(S), 0 ≤ ω ≤ 1 (4)

3.1.3 유전자 알고리즘 연산과 파라미터들

우선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세대의 크기

는 100으로 하였다. 즉 알고리즘이 진행하면서 생성

하는 해집합의 크기가 100이라는 의미이다. 알고리

즘의 반복 횟수는 40으로 고정하였다. 여러 번의 실

험 후 결정한 것으로 40회 이상의 반복이 성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 생성에는 엘리티즘을 사용하여 이전 

세대의 해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는 다음 세대

에 그대로 해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80%의 해는 새로 

생성하여 세대 구성에 사용하였다. 새로운 해를 생성

하기 위한 부모 해 선택 방식에는 룰렛휠 방식을 사

용하였다. 각 해가 갖는 목적함수 값에 비례하도록 

두 해를 선택한 후 임의의 위치에서 이분하여 상호 

교차해 연결하는 한 점 교배 연산을 이용해 새로운 

두 해를 생성한다. 돌연변이율은 1%의 비율로 새로 

생성된 자식 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임의의 위

치를 선정해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변경한다.

3.2 Pearson 상관계수

아래 식 (5)로 정의되는 Pearson 상관계수 ρ는 두 

변수(특징) 사이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

계치로 –1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상관계수가 

–1값을 가지면 두 특징 X, Y의 관계는 역의 상관관

계에 있다 하고 +1 값을 가지면 양의 상관관계, 0을 

가지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5)

여기서, cov(X, Y)는 두 특징 X, Y의 공분산을 ,

σX는 X의 표준 편차를, 그리고 σY는 Y의 표준 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임의의 두 특징이 +1에 가까운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갖는다면 이는 악성코드의 판별에 있어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두 특징 중 하나의 특징만 탐지에 사용하더라도 전체

Algorithm: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Input: Training data set with labels, Threshold T

Output: Feature Combination St

1. t ← 1

2. St ← random sample(100) // Generate 100

random solutions

3. while t < T:

4. Calculate O(St); // Calculate objective

function for each solution

5. t ← t+1

6. St ← Upper 20% of (St-1) // Select elites and

insert them into the next generation

7. St ← St + Roulette Wheel & Cross Operation

(Lower 80% of St-1)

8. St ← Mutation(St)

9. retur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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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탐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거나 거의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특징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를 계

산하고 사전에 정의한 임계치 이상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는 특징 중 하나를 제거하면 탐지율에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전체 특징 조합의 크기는 

줄어들어 탐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04개의 특징들

을 대상으로 총 504*503/2 개의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이 중 0.7 이상인 경우 한쪽 특징을 제거하

였다. 다시 말해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해 구해진 해

를 대상으로 0.7 이상인 Pearson 상관계수를 갖는 특

징들이 있으면 이 중 하나를 제거하였다. 아래 Table

2는 Pearson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특징들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각 숫자는 특징에 해당한다.

Table 2. features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reshold 0.7 for each feature

feature

number

features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greater than or equal to 0.7

44 526

48 124, 530

49 531

51 53, 55, 57, 533, 537

53 51,55,57,535

... ...

4. 악성코드 분류기

모든 특징에 식 (6)과 같은 표준 정규화(standard

scaling)을 적용하였다. 이는 모든 특징들이 분류기

에 미치는 영향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z ij = (xij - μi) / σi (6)

여기서 xij는 특징값이고 μi는 i 번째 특징의 평균

값, σi 는 표준 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한 분류기는 비선

형 SVM을 사용하였다. SVM은 이진 분류기로써 다

른 기계학습 방식에 비해 클래스 간의 최대 마진을 

결정 초평면을 생성하는데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기계학습 방

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차원의 복잡한 데이터들

을 대상으로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선형 

SVM을 사용하였으며 아래 식으로 대표되는 가우시

안 Radial Basis Function(RBF) 커널을 사용하였다.

  exp ∥ ∥  (7)

이때 r은 5로 설정하였다.

5. 성능 평가

위에서 설명한 특징 선택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각각 10000개의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

을 이용해 실험하였다.

5.1 데이터 집합

크기가 10000인 훈련 집합은 악성코드 7000개와 

정상코드 3000개로 구성되어 있다. 테스트 집합도 동

일한 구성과 크기로 되어있지만 훈련 집합과는 별개

의 코드로 되어있다. 아래 Fig. 1은 사용한 코드의 

파일 일부를 보여준다.

특징 선택 알고리즘에 의해 구해진 특징들만을 이

용해 별도로 특징을 추출하였고 훈련 집합에 속한 

코드들로부터 추출한 특징을 사용해 SVM 기반의 

분류기를 학습하였다. 테스트 집합도 마찬가지 방법

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된 분류기를 사용해 예측

치를 구하고 이를 실제 라벨과 비교하였다.

5.2 성능 분석

분류기의 탐지율 Accuracy은 아래 식 (8)에 의해 

구한다.

  


  



   

(8)

Fig. 1. Sample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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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red(si)는 i번째 코드 si를 대상으로 분류

기에 의해 결정된 악성코드 여부로 악성코드이면 1

아니면 0을 갖는다. label(si)는 si의 실제 라벨을 나타

낸다. 그리고 N은 테스트 집합을 구성하는 코드들의 

개수이다.

한편, 훈련 시간에는 데이터 스케일링과 실제 훈

련에 걸리는 시간, 훈련 집합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측정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테스트 시간

에는 데이터 스케일링에 드는 시간과 정확성 측정 

시간만을 포함하였다.

총 10번의 실험을 통해 정확성 및 시간, 특징 조합

의 크기를 계산하고 평균하였다(Table 3). 특징 길이

가 2350인 경우는 원래 PEFeatureExtractor 툴이 제

공하는 모든 특징을 사용한 경우이고 504는 0 값만을 

갖는 특징들을 제거한 후의 기본 특징 조합을 말하며 

217은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과 Pearson 상관계수

로 구성된 특징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의 특징 

조합을 각각 말한다.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탐

지율과 길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ω는 두 목적함수

의 비중이 같도록 0.5를 사용하였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특징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특징 조합의 길이가 기본 특징 길이 

504에 비해 2배 이상 작은 217인 특징 조합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훈련 시간 및 테스트 시간도 그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훈련 데

이터를 대상으로 한 정확성은 원래 길이와 504개로 

구성된 특징 조합을 이용했을 때 100%의 정확성을 

보여줘 217개로 구성된 특징 조합의 정확성보다 0.2

% 정도 높았으나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험 

결과는 오히려 1% 이상의 정확성 향상을 보임을 확

인하였다. 이는 많은 수의 특징이 훈련 데이터에 과

적합 효과를 발생시켜 오히려 일반성을 상실함으로

써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의 진입단에서 오고가는 

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코드들을 대상으로 사

전에 악성코드를 판별하려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경우 적은 수의 특징만을 사용해 빠른 시간에 보다 

정확한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기계학습 기반의 지능형 악성코드 판별

을 실시간에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 조합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특징 선택 알고리즘은 다목

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류기의 탐지율과 길

이 최소화를 동시에 목적으로 한 특징 조합을 선택하

도록 하였다. 10000개의 훈련 코드와 10000개의 테스

트 코드를 사용한 결과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보다 훈련 및 테스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

며 테스트 정확성도 작긴 하지만 높일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다만,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류기의 정

확성이 약 75% 정도여서 이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다. 이는 SVM이 아닌 다른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

하거나 PEFeatureExtractor 툴이 제공하는 특징 이

외의 특징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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