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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악성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많은 변형된 특성을 가지며 생겨나고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에는 악

성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동적인 분류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저장할 필요

가 없게 만들어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모형을 사용하여 악성 소

프트웨어를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불안정한 GAN의 생성 모델의 손실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GAN

의 생성 모델을 오토인코더를 통해 선수학습하고 가중치를 전이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악성 소프트

웨어의 분류 결과를 분석하여 실험결과를 혼동행렬로 나타내었고 t-SNE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군

집화양상을 봄으로써 분류기의 성능을 시각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류기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악성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총칭이다. FireEye기관의 한 해 동안 

여러 단체의 47%가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로 보아 악성 소프트웨어방지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있는 방식을 

변형시켜 개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을 개발하는 

기관들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같은 

기능을 가진 악성 소프트웨어라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샘플링하고 그를 

바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탐지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악성 소프트웨어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샘플링 해야하는 수도 많아져 Symantec intelligent기관의 

경우 2015년 5월에만 4400만개의 새로운 샘플을 

저장하였다. 또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각 종류로 

분류하는 작업은 큰 비용이 든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분류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악성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시각화하거나 코드를 

통해 기능을 알아내려는 연구가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연구에서는 코드를 

트리화해서 각 트리를 비교분석하거나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최근 들어 기계학습을 이용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관한 연구가 늘고있다. 

표1은 이러한 연구들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악성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 

저자 방법 

C. Mihai(2005) 예시데이터와 형태 비교 

L. Nataraj(2011) 코드 벡터화를 통한 시각화 

D. Kong(2013) 군집화 

R. Pascanu(2015) 순환신경망 

 

3. 방법 

3.1 오토인코더 

 오토인코더는 데이터의 입력 값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비감독학습이다. 입력 값 

x가 주어지면 인코더를 통해 압축된 데이터 f(x)로 

변환하고 디코더를 통해 압축된 데이터 f(x)를 z로 

풀어낸다: 

오토인코더를 통해 GAN 모형에서 생성 모델의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2]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안한다. GAN 모형에 대한 설명은 3.2섹션에 

있다. 생성 모델이 데이터의 특성을 미리 학습한 후에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를 

GAN 모형의 생성 모델로 전이학습한다면 전이학습하지 

않은 것보다 데이터를 더 잘 생성해낸다. 전이학습은 

학습된 기존의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서 비슷한 작업을 

 
 

z = g ( ) = ( + ) 
y = f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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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델로 전이시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3]. 오토인코더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전이 

학습을 위하여 각각 GAN 모형의 분류 모델과 생성 

모델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학습하여야하는 데이터의 

차원이 크기 때문에 250회의 충분한 양의 반복학습을 

진행하였다. 

 

3.2 GAN 

GAN은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생성 모델과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데이터를 구분해내는 

분류 모델이 있다. GAN은 분류 모델이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데이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생성 모델은 

분류 모델이 실제데이터로 구분하게끔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킨다. 임의로 생성된 z 에서 생성 

모델로 G(z)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분류 모델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인지 실제데이터인지 구분해낸다:  

 

min max ( , ) = ~ ( )[ ( )]

+ ~ ( )[log 1 − ( ) ] 
(2) 

학습이 진행될수록 분류 모델은 지속해서 생성되는 

가짜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변형에 대한 강건성을 

갖게 된다[4]. GAN의 이러한 특성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기존의 특성과 다르게 변형되어 

생성된다는 사실로 볼 때 악성 소프트웨어 분류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생성 모델의 상단에는 실제 데이터의 중간크기까지 

신경망으로 데이터 크기를 키우고 하단에 2단의 3 x 3 

역합성곱 네트워크와 풀링연산을 통해 실제 데이터와 

크기가 같은 데이터를 생성시켰다. 분류 모델은 상단에 

2단의 3 x 3 합성곱 네트워크와 풀링연산을 통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하단에 드롭아웃층을 통해 

과적합 문제를 피하였다. 각 층의 활성화 함수로는 

제안하는 신경망이 깊기 때문에 sigmoid대신 ReLU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기 

위해 1500회 반복학습을 진행하였다. 

 

4. 실험결과 

제안하는 tGAN 모델의 학습과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각 악성 소프트웨어 데이터는 

컴파일될 때 변형되는 크기로 변환하고 모든 데이터의 

열과 행의 크기의 평균으로 변형시켰다. 컴파일 될 때 

변형되는 크기는 k를 코드의 길이, C를 변형된 열의 

크기, R을 변형된 행의 크기라고 하였을 때 열과 행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 악성 소프트웨어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 

종류 개수 종류 개수 종류 개수 

Ramnit 

(R) 
1539 Lollipop(L) 2459 

Kelihos_ 

ver3(K3) 
2942 

Vundo(V) 451 Simda(S) 42 Tracur(T) 744 

Kelihos_ 

ver1(K1) 
391 

Obfuscator 

.ACY(O) 
1221 Gatak(G) 1011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 3은 알고리즘이다. 

표 3. 제안하는 모델의 알고리즘 

입력: 전처리된 데이터 T = {(x , ), … , ( , )}, 

오토인코더의 인코더E , 디코더D , GAN의 생성 모델G , 

분류 모델D  

출력: 분류기 C 

1. T = {x , … , }로 E , 를 학습시킨다. 

2. G ←  

3. T = {( ( ) , 1), … , ( ( ) , 1)}, ℎ  ∈ (0,1) 와 

T = {( , 1), … , ( , 1), ( ( ) , 0), … , ( ( ) , 0)}로 

수식(2)를 이용하여 G , 를 학습시킨다. 

4. 분류기 C ← D − _ + _  

5. T로 분류기 C를 학습시킨다. 

4.1 정확도 

 GAN모형의 분류 모델을 분류기로 전이학습하여 악성 

소프트웨어분류를 실험해보았다. 96.39%의 정확도를 

 = 2
 ( ∗ )

 
(3) 

 R =
∗ 16

 (4) 

그림1.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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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결과에 따른 혼동행렬은 표 4에 나타나있다. 

표 4. 분류기의 혼동행렬 

 Pred 

T 

r 

u 

e 

 R L K3 V S T K1 O G 

R 130 1 0 0 0 1 1 3 1 

L 1 239 0 0 0 1 1 1 4 

K3 0 0 316 1 0 0 0 0 0 

V 0 0 0 46 0 0 0 0 0 

S 0 0 0 0 4 0 0 1 0 

T 2 1 0 2 0 68 0 0 0 

K1 0 0 0 0 0 0 31 0 0 

O 5 1 1 1 0 4 0 114 0 

G 1 3 0 0 0 1 0 0 93 

4.2 생성 이미지 분석 

오토인코더가 악성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특징을 잘 

학습하고 데이터를 생성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된 

후의 오토인코더의 출력 값을 입력 값과 비교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를 통해 오토인코더가 

악성 소프트웨어의 이미지의 특징 잘 유지하며 학습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오토인코더의 입력 값(위) 과 출력 값(아래) 

 오토인코더와 마찬가지로 GAN 모형의 반복학습이 

끝난 후의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데이터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다양한 악성 소프트웨어 이미지에 맞추어 

대략적인 특징을 생성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실제이미지(위)와 

GAN모형으로 생성한 이미지(아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기가 실제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잘 분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의 군집화 양상을 시각화하는 t-

SNE알고리즘[5]을 이용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는 분류 전 데이터의 분포와 분류기의 출력 값에 

대하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분류 후에 데이터가 

군집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3 다른 모델과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다른 분류기와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5는 각 

모델을 10-fold cross validation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4. 분류 전 악성 소프트웨어의 분포(왼쪽) 

분류기의 출력 값에 대한 분포(오른쪽) 

 
그림 5. 다른 분류기와의 비교 

(RF: Random Forest, DT: Decision Tree, 

NB: Naïve Bayes, NN: Nearest Neighbor)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이 학습을 이용하여 GAN의 생성 

모델을 선수학습하고 GAN의 분류 모델을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 분류기를 선수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은 기존의 다른 분류 모델과 비교하여 최고 

성능을 나타내었고 데이터를 생성해내어 학습한다는 

점에서 zero-day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보인다. 향후에 생성해낸 데이터를 통해 zero-day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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