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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CT 발전에 따라 악성코드를 통한 사이버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동적 분석 시스템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악성코드
는 난독화 및 가상머신 감지, 사용자 행위 개입 요구, 시간 제약 등 분석우회 기법이 적용되어 악성
판단을 위한 선행 조건인 악성코드의 완전한 구동 및 악성 행위 수집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우회 기법 중 시간제약 기술이 적용된 악성코드를 보다 완성도 높게 구동을 모의
하여 의미 있는 악성 행위가 수집될 수 있도록 DynamoRIO 를 이용한 행위 수집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IT 환경에서의 악성코드 위협은 과거에 비하
여 가파른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이는 코드 난독
화, 행위 감지, 시간 제약 등 분석 및 탐지를 어렵
게 하는 분석우회 기법이 확대 적용되어 기존 정보
보안 시스템의 탐지 한계와 더불어 신규 취약점을
기반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1]. 이와 같이 증가하는 악성코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분석 및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을 어렵게 하는 회피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분석우회
악성코드에 대한 효과적이고 새로운 대응 기법이
필요하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우회 악성코드의 완성
도 있는 구동을 모의하여 분석에 필요한 행위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DynamoRIO 기반 악
성코드 행위 수집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악성코드 분석 기법
전통적으로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정
적 분석과 동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분석
은 악성코드를 실행 시키지 않고 구성 요소들의 연
관성 및 호출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악성코드의
구조와 삽입된 DLL 등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어
선행 분석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코드 암호화
해제, 은닉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분석에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실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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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코드를 실행시킨 다음 시스템 변화를 분석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적 분석은 정적 분석에 비
해 탐지 정확도가 높으나, 행위 감지, 분석 환경
감시 등의 분석우회 기법에 의해 효과적인 분석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3].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근에
는 자동화된 동적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다[4].
2.2 분석우회 기법
분석우회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
다. 첫 번째, 실행 파일, 참조 레지스트리, 네트워
크의 MAC 주소 등 가상머신 및 에뮬레이터의 고유
환경 설정 값을 식별하여 우회 할 수 있다[1]. 이
는 환경 설정 값을 변경하거나 리얼머신을 통해 대
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용자 행위 개입을 요구
하는 형태의 마우스 클릭, 팝업 창 확인 등 사용자
행위 이벤트 트리거를 전제로 한 분석 우회 기법이
있으며 이는 클릭, 드래그 등 사용자 행위 개입을
자동화하여 대응이 가능하다. 세 번째, 시간을 지
연하거나 특정 시간에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시간
제약 분석우회 기법이 있다. 이 분석우회 기법은
무한정 대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상당한 리소
스 및 시간 소모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제약 기법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2.3 기존 연구 및 한계점
악성코드를 자동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된
대표적인 동적 분석 시스템은 표 1 과 같이 Anubis,
CWSandbox, WiLDCAT, Joebox, CuckooSandbox 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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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동적 분석 시스템 기능 비교
구분
커널 구성
요소 수집
API
호출 수집
시스템
변화 수집
가상환경
감시 대응
사용자 행위
개입 대응
시간제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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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 우회에 대응한다[1]. 시
간 제약 동작 행위는 Sleep, SleepEx API 로 실행 시
커널레벨에서 호출되는 API 는 NtdelayExcution,
NtWaitForSingleObject 이다. DynamoRIO 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실행 및 API 호출을 추적하고, 시간 제약
API 가 호출 될 경우 흐름 제어 할 수 있는
BasicBlock 를 추가하여 시간 제약의 최종 호출 단
계인 NtdelayExcution 의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호
출을 우회하여 완전한 동작으로 의미 있는 악성 행
위 수집을 극대화 한다.

다[5]. 대부분의 시스템은 커널 구성 요소, File,3.
Registry, Process 등 시스템 변화, API 호출 수집이
가능한 반면, 가상머신 또는 에뮬레이터를 기반 프
레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상환경 감시에 대응하
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 행위 개
입 요구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이 제한되며, 시간제
약 기법에는 모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얼머신을 통해 가상환경
감시 기법에 대응하고, 버튼 클릭과 같은 행위 개
입을 자동화와 DynamoRIO 를 이용하여 시간제약
기법에 대응하는 행위 수집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3.2 실험 및 분석
악성코드가 동작 할 수 있는 동일한 윈도우 환경
에서 임의의 악성코드 100 개에 대한 API 호출 리스
트를 비교하였다. 시간 제약이 없는 악성코드 81 개
는 동일한 API 호출 결과를 보였으며, 19 개의 악성
코드에서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흐름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 평균 181 개 API 가
호출되었고, 흐름 제어를 했을 경우 악성 행위와 관
련된 NtReadFile, NtWriteVirtualMemory 등 추가 API
가 발생되어 평균 271 개가 호출되어 약 33%가 증
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3. 시간제약 악성코드 행위 수집 방안
3.1 DynamoRIO 기반의 API 모니터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탐지하기 위해 의
미 있는 악성행위 정보 수집은 필수 사항이다. 완
전한 구동을 통해 의미 있는 악성 행위 정보를 수
집 할 수 있지만 시간 제약 악성코드는 시간 지연
함수를 이용하여 악성 행위를 회피한다. 이를 대응
하기 위해 악성코드의 동작 흐름을 제어하여 완전
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모의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동작 흐름 제어 방법으로 API 변조가 있
다. DBI(Dynamic Binary instrumentation) Tool 은 실시
간 명령 제어로 프로그램 코드 변환이 가능하고,
그 중 DynamoRIO 는 직접 명령을 삽입하여 API 변
조와 흐름 제어의 효율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처럼 분석 환경 프레임과 API 흐름 제어 기
술로 시간 제약 악성코드의 행위 수집을 한다.
악성코드 행위 수집 환경은 리얼머신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 감시 기법에 대응하고, 분석 우회 기술
중 하나인 사용자 행위 개입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

악성코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완전한 구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
간제약 악성코드 구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
석 환경 프레임과 DynamoRIO 를 이용한 API 흐름
제어를 통한 악성행위 수집 기법을 제안하였고 API
수집 결과를 통해 시간제약의 분석우회 악성코드
수집 성능이 향상함을 보였다. 향후 특정 시간 및
시간 지연 분석우회 기법 외에 다양한 분석우회 기
술에 사용하는 API 를 분석 및 정의하고, 동적 분
석 시스템 설계와 고도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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