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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ICT) 인프라는 실생활에서 도움을 주며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인류에 많

은 유익을 주었지만 악성코드, 랜섬웨어, 피싱 등과 

같은 보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악성코드

는 지능화된 공격 방식과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하여 

정보보호의 주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 8

월 McAfee Labs Threats Report[1]에 따르면 새로

운 악성코드는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각 분기

별 발견된 최신 악성코드가 수천만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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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그 공격 

유형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단순히 시스템

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

는 공격 도구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악성코드 대응을 위해서는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빠른 분석과 함께 

적절한 방어기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악성코드를 효

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성코드 분류는 악성코드 동작의 유

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일 패밀리 내의 악성코

드들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컴파일러 등의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에 높은 유사도를 갖는다[3]. 이 유사

도에 의해서 악성코드 분석가들은 기존 악성코드와 

새로운 악성코드의 유형 및 관련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19]. 악성코드 분류는 악성코드 분석가의 악성

코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악성코드 계보 연구를 통해 

악성코드 출현 동향에 대한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악성코드 분류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

되고 있지만 새로운 버전들이 기존 범주에 속하는 

것들과 결합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

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동 악성코드 분류 

및 분석은 콘텐츠-기반 시그니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콘텐츠-기반 시그니처는 폴리모픽

과 메타모픽(meta-morphic) 기법 때문에 본질적으

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특정 익스플로

잇 행위에 의한 시그니처-기반 접근은 멀티-벡터 공

격의 출현으로 점점 더 복잡하게 된다[20]. 또한 악성

코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악성코드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것도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최근 딥러닝과 이미지 분류 및 탐지에 대한 연구

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2], 악성코드 또한 

탐지하고 분류하는데 딥러닝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인식 기반의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악

성코드의 이진파일을 이미지화하는 시각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의 이미지 기반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셋 

종류, 변환 이미지 단위 사이즈, 딥러닝 및 머신러닝 

모델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

를 통해 악성코드 이진 파일의 주요한 특징을 기반으

로 하는 전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식보다 

악성코드 탐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

준다.

2. 머신러닝 기반 악성코드 탐지 연구

2.1 악성코드 탐지 및 분류를 위한 딥러닝 및 머신러닝 

적용

악성코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안티바이

러스 및 안티 악성코드 소프트웨어들이 사용되고 있

지만, 기존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기술들은 시그니

처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변종이나 난독화된 악

성코드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끊임없이 

진화하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악성코드 탐지란 정상파일 및 악성코드가 포함

된 파일로 학습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된 모델로 

의심스러운 파일의 악성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다.

Kang et al의 연구에서는 Android 정적 분석을 기

반으로 추출된 AndroidManifest 권한 특징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에 중점을 둔다. 이 특징을 가지고 머

신러닝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를 탐지하였

다. SVM, NB(Nive Bayes), GBC(Gradient

Boosting Classifier) 및 Logistic Regression 모델로 

98%의 탐지율을 기록하였으며, SVM, GBC 및 

GPC(Gaussian Process Classifier)를 이용하여 악성 

앱 제품군을 정확도 92%로 식별하였다[6].

Jo et al의 연구에서는 PE 파일의 원시 특징을 추

출하고 추출된 특징의 정보 이득(IG)을 계산한 결과

에 결정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높은 탐지율을 제

공하는 동시에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비시그니처 기

반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제시하였다[7].

Bae et al의 연구에서는 악성코드를 의미 있는 정

보를 가지는 하나의 명령어 시퀀스로 가정하고, LSTM

RNN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였다. 명령어 트

라이그램 시퀀스를 입력으로 사용한 실험 결과 입력 

길이 800에서 Skip-Connected LSTM RNN 모델이 

정확도 99.71%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8].



65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3권 제5호(2020. 5)

마지막으로 Barker et al의 연구에서는 윈도우 실

행파일(.exe)의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파일의 바이트 

정보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악성코드 탐지를 수

행하였다. 딥러닝을 이용한 바이트 정보 학습으로는 

합성곱 신경망(CNN)에 2개의 컨벌루션 연산을 수행

하는 게이트 구조를 적용하고, 정상/악성 분류를 위

한 구조를 추가하여 학습 및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

량의 악성코드 처리에 적합하며, 탐지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1].

2.2 악성코드 데이터 전처리 기술 현황

딥러닝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 및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를 통해 적절한 입력 데이터로 만들

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과 특징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Nataraj et al의 연구에서는 악성코드 바이너리 파

일에서 각각의 바이트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한 

픽셀로 변환하였고[9], Kim et al의 연구에서는 2바

이트 데이터를 한 쌍의 좌표로 대응시켜, 이미지에서 

각 좌표에 해당하는 픽셀의 값을 증가시켜 이미지를 

생성하였다[3]. Han et al의 연구에서는 opcode에 

SimHash[12] 함수를 사용해 (x, y) 좌표와 (R, G, B)

색상을 결정하여 이미지로 변환하였다[4].

시각화 외의 방식으로 Huang et al의 연구에서는 

악성코드의 high-level API 이벤트와 하나의 입력 

파라미터의 조합, 그리고 3개의 연속된 API 이벤트 

조합의 두 가지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10].

특징 벡터를 활용하는 방식인 Jeong et al의 연구

Table 1. Various Malware Identification Method Using Visualization

Visualization
Method

Visualization
Example

Dataset Image Size
(Width*Height) [pixel]
S : src file size

Image Mode

Model
Accuracy
[%]

Ref.
Anubis MS

gray
scale

RGB

3.1

O
× * 

( : depending on S)
O KNN 98.0 [9]

O
⌊⌋*⌊ ⌋
→ 256*256

O
Inception.V3
(GoogLeNet)

94.3 [13]

O
⌊⌋*⌊ ⌋
→ 256 * 256

O Alexnet 96.2 [16]

3.2

O 256 * 256 O O
(1) RF,
(2) CNN

(1) 97.05,
(2) 98.94

[3]

O 256 * 256 O
Inception.V3
(GoogLeNet)

98.0 [13]

3.3 O
depending
on hash

O CNN 99.2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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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악성코드에서 opcode 시퀀스를 추출한 후,

SHA-256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하나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고정된 크기의 특징 벡터로 변환하였다[11].

같은 패밀리의 악성코드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등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악성코드를 이미지로 

변환했을 때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되며, 육안

으로도 분류 가능한 경우가 있다. 3장에서는 다양한 

악성코드 시각화 방법들 중 이미지 매트릭스를 생성

하는 3가지 방법들을 설명한 다음, 4장에서 시각화를 

이용한 악성코드 분류방식을 비교하려고 한다.

2.3 데이터셋

딥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및 분류를 위해 사

용하는 주된 데이터셋은 대부분 Microsoft에서 

Kaggle을 통해 발표한 Microsoft Malware Classifi-

cation Challenge[5]에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공된 데이터셋은 Ramnit, Lolipop, Kelihos_ver3,

Vundo, Simda, Tracur, Kelihos_ver1, Obfuscator.

ACY, Gatak의 9개의 악성코드 패밀리, 전체 10,868

개의 악성코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3]

3. 악성코드 시각화 분류 연구

기존의 악성코드 데이터의 시각화 기법은 크게 3

가지로 Table 1과 같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Microsoft Malware Classification Challenge[5]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시각화된 샘플은 Ramnit 패

밀리를 보여주고 있다. [9]의 경우, Microsoft

Malware Classification Challenge 발표 이전의 연구

로 Anubis [14]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시각화 샘플

은 Fakerean 패밀리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악성

코드 분류 연구의 시각화 방식을 1바이트를 1픽셀로 

변환하는 방법, 2바이트를 한 쌍의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LSH를 이용한 방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3.1 1바이트를 1픽셀로 변환하는 방법(1 byte to 1 

Pixel)

악성코드 파일의 바이너리를 8비트 부호 없는 정

수의 벡터로 읽어 들이고, 각 바이트를 이미지의 한 

픽셀로 변환(0∼255)하여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만

든다. 이미지의 크기는 파일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의 너비를 파일 크기에 따른 적절한 

크기로 고정시키고,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9]. 또

는 분류기의 입력에 맞는 크기로 만들기도 한다. 예

를 들어, 256×256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한

다면 파일 크기 S를 측정하여 한 변의 길이가 

⌊⌋인 ⌊⌋×⌊⌋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든 

후, 사이즈를 조정한다. Fig. 1은 1바이트를 1픽셀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을 도

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3.2 2바이트를 한 쌍의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

(‘2bytes to a pair of coordinates)

악성코드 파일의 바이너리 2바이트를 1바이트씩 

변환하여 한 쌍의 좌표를 만든다. 값의 범위가 0∼

255이므로 256×256 배열에서 각 좌표에 해당하는 원

소의 값을 1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0×00ff 값은 (0,

255)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값을 다 읽어 들여 

배열에 대응시키면 생성된 배열은 다양한 값을 원소

로 갖는다. 이 배열을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 각 원

소의 값을 원하는 비트맵 파일 포맷에 맞게 정규화하

여 이미지로 변환한다.

[3]은 생성된 배열을 24비트 비트맵으로 변환하는

데, 대부분의 픽셀이 매우 작은 B채널 값만 가지기 

때문에 값을 증폭 후 흑백으로 다시 변환한다. [13]에

서는 원소의 값 중 최댓값을 기준으로 배열을 정규화

Fig. 1. The process of visualization using ‘1byte to 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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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56×256 크기의 8비트 비트맵 이미지를 만든다.

Fig. 2는 2바이트를 한 쌍의 좌표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3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

입력값이 유사할 경우 출력값도 비슷하다는 특징

을 갖는 LSH를 사용하여 바이너리 정보의 문자열이 

유사할 경우 이미지 매트릭스에서 유사한 좌표로 매

핑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예로, [15]에서는 opcode

의 바이너리 정보에 SimHash와 Djb2 2개의 해시함

수를 사용하여 각각 (x, y) 좌표와 RGB 색상을 결정

한다. 결정된 좌표 (x, y)를 중심으로 주변 9픽셀에 

RGB 값을 기록한다. 겹치는 경우에는 각 좌표값의 

합으로 하고, 합이 255가 넘을 경우에는 255로 정한

다. 식 (1)은 좌표가 겹칠 경우 새로운 값 을 구하는 

식으로 G,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min   (1)

[17]에서는 악성코드 opcode 시퀀스에서 특징을 

추출한 후, SimHash를 적용하여 비트 값이 0이면 픽

셀 값은 1로, 1이면 255로 변환하여 그레이스케일 이

미지를 생성한다. 이미지의 크기는 사용하는 Sim

Hash 값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정사각형이 아닌 

이미지는 양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으로 

확대하여 나타난다.

3.4 기타

앞서 분류한 대표적인 3가지 방식 외에 사용한 악

성코드 샘플에 대한 시각화 방식[18]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3.1절 방식을 다른 방식과 함께 사용하여 시

각화한다. 먼저 악성코드의 파일 구조를 파싱하여 코

드 섹션, 데이터 섹션 등으로 각각 나누고 각 섹션의 

엔트로피와 상대적 크기를 계산하여 RGB 컬러 이미

지를 만든다. R 채널의 값은 악성코드를 섹션으로 

나눈 후 바이트 값의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를 0∼

255 범위의 값으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G 채널은 3.1

절 방식으로 바이너리를 이차원 매트릭스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B 채널은 파일크기에 대한 섹션 크기의 

비율을 범위(0∼255)에 맞게 변환하여 RGB 컬러 이

미지로 만든다. 이미지의 크기는 3.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파일 크기에 따라 너비를 결정하고, 높이

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Fig. 2. The process of visualization using ‘2bytes to a pair of coordinates’.

Fig. 3. The process of malware visualization using specialized section into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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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 텍스트 섹션 시각화 기법 구현 및 실험

새로 제시할 시각화 방법은 특정 영역을 추출하여 

RGB로 변환하는 것이다. 악성코드는 주로 PE파일

로 나타나기 때문에 PE 구조 분석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여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특정 세션만 추

출한다. 이후 추출한 부분의 바이너리 값을 한 쌍으

로 묶어 좌표로 만들고, 256*256 이미지에 해당 좌표

의 RGB값을 더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변환한다. Fig.

3은 이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용한 데

이터셋은 Big2015[5]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text 영역을 추출한 후 별도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

출한 바이너리파일을 읽어 한 쌍의 좌표값으로 이미

지 변환. 추출한 영역이 한가지이므로 RGB값을 모

두 동일하게 맞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만들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변환한 이미지 2760여개 중,

2243개 이미지를 CNN 학습을 위해 사용하였다. 최

종단계에서는 나머지 520여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테

스트 진행하였고 실험결과는 Table 2와 같고 평균

99.43%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지능화, 다각화되는 악성코드

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하여 딥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의 이미지화 전처리 기법을 분석하고 공통된 특

성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악성

코드 시각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악성코드의 각 바이트를 이미지의 한 픽셀로 

변환하여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두 번

째 방법은 악성코드 바이너리 2바이트를 각각 0∼

255 값을 범위로 하는 값으로 변환하여 한 쌍의 좌표

를 만든다. 세 번째 방법은 LSH를 사용하여 바이너

리 정보의 문자열이 유사할 경우 출력값도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이미지 매트릭스에서 유사한 좌표로 

매핑한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로 대부

분 CNN이나 RNN 등이 사용된다. 각 딥러닝 모델은 

악성코드 탐지에 있어 매우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악성코드 파일 전체를 시각

화에 사용한 기법을 개선하여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영역만 추출한 후, 시각화하는 방법

Table 2. Output Image of Visualization

Familly Output

1

(Ramnit)

2

(Lolipop)

3

(Kelihos_

ver3)

4

(Vundo)

5
(Simda)

6
(Tracur)

7
(Kelihos_ver1)

8
(Obfuscator.
ACY)

9
(Gatak)

Table 3. Experiment Result

Familly
No. of
data

TP Accuracy

1(Ramnit) 141 140 99.290

2(Lolipop) 213 212 99.530

3(Kelihos_ver3) 219 218 99.543

Total 573 570 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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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text 영역을 추출하여 시각화 한 후,

CNN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99.43%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각화를 할 경우, 악

성코드의 모든 정보를 다 담는 것보다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시각화를 한 후 분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실험

에서는 하나의 영역만을 추출하여 진행하였지만 

.data, .rsrc와 같은 다른 영역을 추출하여 서로 다른 

색상 코드로 나타낸 뒤 분류를 하여 학습 모델의 정

확도를 더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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