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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악성코드의 분류 분야에서는 다양한 딥러닝 방법이 평가되었고, 특히 컨볼루션 연산에 기반한 바이너리 패턴의 

임베딩 접근에서는 코드 불명료화 공격에 대한 강건성이 입증되었다. 반면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의 모델링이 

주가 되는 임베딩 접근은 치명적이고 잘 알려진 기능적 특징을 누락한다는 점에서 표현과 학습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in32 API 호출, 루트킷 DLL 설치, 특정 가상메모리의 할당과 레지스터 

로드를 포함하는 기능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제어 흐름 그래프를 샘플링하고 임베딩하는 결합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공격 경로의 샘플링을 위한 그래프 트랜스포머 연산과 임베딩을 위한 트리플렛 학습 

방법은 최신의 딥러닝 기반 코드의 모델링 방법 중 최고의 분류 성능을 달성하였고, 37.50%p의 재현율 개선을 

보임으로써 샘플링 및 임베딩 결합 접근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1. 서 론 

악성코드의 분류 태스크는 잘 정립된 정적 분석 도구들이 확

보되어 있고 대량의 악성코드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접근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1]. 특히 바이

너리 코드를 픽셀공간에 사상하고 컨볼루션 연산에 기반한 코

드의 구조적 특징을 학습하는 사례에서는 코드 변조공격에 대

한 강건성을 보임으로써 정적 악성코드 분석 분야에서의 딥러

닝 접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한편 소프트웨어 버그를 탐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어 흐름 

그래프(Control flow graph)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융합하는 시도

에서는 바이트 이미지에 기반한 임베딩 접근이 코드 내의 기

능적 요소를 누락함으로써 코드의 시멘틱을 모델링하기에 부

적절함을 지적한다 [3]. 그림 1에서는 Ramnit 트로이 악성코드

의 대표적인 공격 경로인 루트킷 .DLL 설치와 Win32 API 호출 

공격과정을 바이트 이미지와 어셈블리 수준의 제어 흐름 그래

프로 시각화하였다. 치명적이고 잘 알려진 공격패턴이 바이트 

이미지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

인 악성코드 표현의 학습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시적인 공격 패턴이 표현하는 기능적 요소

를 특징으로 활용하기 위한 샘플링과정과 임베딩과정의 결합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제어 흐름 그래프의 공격 경로를 샘플

링하기 위한 그래프 트랜스포머와 분리표현을 학습하기 위한 

트리플렛 신경망의 결합은 기존의 딥러닝 기반 방법 대비 최

고수준의 악성코드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특히 다양한 

수단으로 원격포트를 개설하는 Simda 백도어 악성코드에 대해 

37.50%p의 재현율 개선을 보였다.  

 
그림 1 Ramnit 트로이 악성코드의 세가지 공격패스와 바이트 

이미지에서의 기능적 요소 표현의 한계 

2. 관련 연구 

표 1에서 악성코드의 분류 태스크를 위한 이미지 그리고 그래

프 표현, 모델링 방법 그리고 수집된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

를 정리하였다. 바이트 코드의 구조적인 특징을 모델링하기 

위해 바이너리 및 바이트 패턴을 임베딩하는 사례에서는 주로 

컨볼루션 연산이 도입되고 평가되었다 [4]. 바이트 이미지 임

베딩 접근은 코드 불명료화 공격을 픽셀공간에서의 노이즈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변이에 대한 강건성이 보고되었다 [2].  

한편 악성코드의 기능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제어 흐름 

그래프를 추출하고 모델링하는 사례에서는 그래프 매칭 및 임

베딩 신경망이 도입되었고, 최고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3,5].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어 흐름 그래프로

부터 공격 패스를 추출하기 위한 샘플링 알고리즘이 정의되었

고, 분류성능 극대화를 위한 트리플렛 신경망과 그래프-트랜스

포머의 결합을 제안하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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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바이트 이미지 임베딩 및 제어 흐름 그래프 모델링 

Approach Representation Method Benchmark 

Binary pattern-

based 

(Byte-image) 

Entropy time-series [4] Convolutional 

network 

MS BIG 2015 [6] 

Simhash image Virustotal 

Byte imag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2] 
MS BIG 2015 

Control flow 

graph-based 

Sensitive API call 

related graph 

Graph matching  net-

work [5] 

Drebin database 

Android malware 

genome project 

Attributed control 

flow graph [3] 

Recurrent neural net-

work 
Bug localization 

알고리즘 1 제어 흐름 그래프로부터 공격 경로 샘플링 방법 

Algorithm 1 Path_sampling(G, num_walks, walk_length) 

Input : Graph G, number of walks num_walks , length of walk walk_length 

Output : Walk list W 

Nodes←getnode(G) 

W ← [] 

For 0 to num_walks do 

root←nodes[0] 

walk←[root] 

for 1 to walk_length do 

cur ← walk[k-1] 

valid_neighbours ← (set(G.neighbors(cur)) - set(walk)) 

if getlength(valid_neighbours) > 0: 

next_node ← random_choice(valid_neighbours) 

walk.append(next_node) 

else: 

walk ← walk[:-1] 

walk ← ["NONE"]*(walk_length-getlength(walk))+walk 

break 

W.append(walk) 

return W 

3. 방 법 

3.1. 제어 흐름 그래프 추출 및 공격 경로 샘플링 

제어 흐름 그래프는 연산의 경량화 및 최적화를 위한 방향성 

그래프로, 컴파일러 및 정적 분석의 핵심 도구이다. 수식 

(1)에서 점프 연산이 없는 코드의 직선 조각인 기본 블록 𝑉와 

블록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점프 및 호출연산 𝐸를 정의한다.  

 

𝐶𝑜𝑛𝑡𝑟𝑜𝑙 𝑓𝑙𝑜𝑤 𝑔𝑟𝑎𝑝ℎ 𝐺 = {𝑉, 𝐸}, 

𝑤ℎ𝑒𝑟𝑒 𝕍: 𝐶𝑜𝑑𝑒 𝑏𝑙𝑜𝑐𝑘, 𝑉 = {𝑣1, … , 𝑣𝑛} ⊂ 𝕍, 

𝔼: 𝐽𝑢𝑚𝑝/𝑐𝑎𝑙𝑙 𝑐𝑜𝑛𝑛𝑒𝑐𝑡𝑖𝑜𝑛, 𝐸 = {𝑒1, … , 𝑒𝑚} ⊂ 𝔼, 

𝑃𝑎𝑡ℎ 𝑃 = {(𝑣𝑜, 𝑣𝑡, 𝑒𝑜𝑡), … }: 𝑣𝑜, 𝑣𝑡 ∈ 𝑉, 𝑒𝑜𝑡 ∈ 𝐸, 

(1) 

제어 흐름 그래프의 원본 목적은 프로그램 실행시 도달 불

가능한 경로를 미리 체크하기 위한 것이지만, 악성코드 분류 

태스크에서는 Win32 API 호출, 특정 DLL의 삽입 그리고 가상 

메모리 할당과 특정 레지스터의 로드로 표현되는 악성코드 공

격 경로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이점이 있다. 알고리즘 1에

서 샘플링할 경로의 수와 길이를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공격 

경로 샘플링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림 2 제어 흐름 그래프의 샘플링과 임베딩을 위한 그래프 

트랜스포머와 트리플렛 신경망의 결합 구조 

3.2. 트리플렛 손실함수 기반 그래프 트랜스포머 

그림 2에서 제어 흐름 그래프의 샘플링과 임베딩을 동시에 고

려하는 그래프 트랜스포머와 트리플렛 신경망의 결합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프로그램 제어흐름의 서브그래프 수가 일반적

으로 수백개에 달하고, 함수 호출과 블록 수가 수천개에 달하

기 때문에 공격 경로의 길이와 복잡한 경로를 모델링할 필요

가 있다. 트랜스포머 신경망 𝜙𝑇은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은닉

층에서 발생하는 시계열 정보 손실을 지적하고 순환신경망을 

자기집중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 신경망으로, 기존 대비 긴 

시계열의 모델링에 장점이 있다. 수식 (2)에서 𝜔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𝑡번째 공격 경로 𝑃𝑡
𝜔 = [𝐵𝑡, … , 𝐵𝑡−𝜔]  내부의 블록 𝐵𝑖와 

블록 𝐵𝑗간의 정렬 벡터를 𝐴𝑡를 스칼라 곱연산 𝑓로 설명한다. 

 𝐴𝑡 = [𝑓(𝐵𝑖 , 𝐵𝑗)]
𝑖=1

𝑡−𝜔
 (2) 

이때 블록 𝐵𝑖와 쿼리 블록간의 자기집중 점수는 지표변수 𝑧

를 사용하여 [0,1]범위의 확률분포로 표현해주는 소프트맥스 

연산에 의해 수식 (3)과 같이 계산되며, 공격 경로 𝑃𝑡
𝜔의 자기

집중 점수 𝑠𝑡는 샘플링된 경로 전체의 자기집중 점수의 기댓

값으로 정의한다. 

 𝑝(𝑧 = 𝑡|𝐵𝑗) =
𝑒𝑥𝑝 (𝑓(𝐵𝑖 , 𝐵𝑗))

∑ 𝑒𝑥𝑝 (𝑓(𝐵𝜏 , 𝐵𝑗)))𝑡−𝜔
𝜏=𝑡

 (2) 

 
𝑠𝑡 = ∑ 𝑝(𝑧 = 𝜏|𝐵𝑖 , 𝐵𝑗) = 𝐸

𝑡~𝑝(𝑧|𝐵𝑖 , 𝐵𝑗)
(𝐵𝑖)

𝑡−𝜔

𝜏=𝑡
 

(3) 

그래프 트랜스포머 연산 𝜙𝑇(⋅)을 내부 신경망으로 활용하여 

악성코드의 표현을 학습하는 트리플렛 학습 프레임워크는 가

중치를 공유하는 세개의 신경망으로 정의되며, 복잡한 경로를 

분류에 적합한 분리표현으로 학습하는데 장점이 있다. 동일한 

클래스로부터 샘플링한 (Anchor-positive)쌍과 서로 다른 클래스

로부터 샘플링한 (Anchor-negative)쌍으로 구성되는 (Anchor 

𝜙𝜏(𝑥𝑎)   Positive 𝜙𝜏(𝑥𝑝)   Negative 𝜙𝜏(𝑥𝑛) ) 트리플렛에 대해, 

(𝑥𝑎, 𝑥𝑛 )쌍 대비 (𝑥𝑎 , 𝑥𝑝 )쌍의 유클리디안 거리 𝑑가 작도록 손실

함수 𝐿𝑇를 최적화한다. 

 

𝐿𝑇 = ∑ [(𝑑(𝜙𝑇(𝑥𝑖
𝑎)), 𝑑 (𝜙𝑇(𝑥𝑖

𝑝
)))

𝑖

− (𝑑(𝜙𝑇(𝑥𝑖
𝑎)), 𝑑(𝜙𝑇(𝑥𝑖

𝑛)))]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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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마이크로소프트 악성코드 챌린지 데이터셋 [6] 

Class (index) Observations 
Byte-image Control flow graph 

Length Subgraphs Function calls Function blocks 

Ramnit (1) 1,541 1597.17 245.5127 7649.7045 4841.5981 

Lollipop (2) 2,478 6281.75 55.834 1028.4563 788.3921 

Kelihos v3 (3) 2,942 9679.56 1.4424 175.7995 97.8349 

Vundo (4) 475 1207.9 14.3112 427.1898 402.7174 

Simda (5) 42 4905.52 8.0952 236.2619 162.8809 

Tracur (6) 751 1740.9 17.6551 843.7083 535.4846 

Kelihos v1 (7) 398 5443.85 9.3598 659.2802 387.9897 

Obfuscator (8) 1,228 891.29 60.8999 822.4323 611.5611 

Gatak (9) 1,013 2753.31 7.7065 1321.3586 845.6254 

 

그림 3 제어흐름 그래프 모델링 방법 별 분류 정확도 

 

그림 4 악성코드 종류 별 정밀도 및 재현율 개선 

 

4. 실험 및 결론 

4.1. 마이크로소프트 악성코드 챌린지 데이터셋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위해 표 3에서 정리한 마이크로소프

트 악성코드 분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전체가 하나의 블

록으로 구성되어 제어흐름을 추출할 수 없는 55가지 소스를 

제외하고 10,813개의 제어흐름 그래프를 추출하고 평가하였다.  

4.2. 트리플렛 손실함수 기반 그래프 트랜스포머 성능 

그림 3에서 제어흐름 그래프의 모델링 방법 별로 분류 정확도

를 10겹 교차검증하였다. 그래프를 임베딩하지 않고 매칭 알

고리즘을 활용하는 시도에서 90.60%의 정확도를 보였고 공격 

경로를 샘플링한 뒤 단순한 순환신경망으로 임베딩하는 시도

에서 91.76%의 정확도를 보임에 비해, 제안하는 샘플링 및 트

리플렛 손실함수 기반 그래프 임베딩 방법에서 94.06%의 유의

미한 성능 개선을 확인하였다. 

 
그림 5 Ramnit 트로이공격과 Gatak 랜섬웨어 임베딩 공간 

특히 그림 4에서 악성코드 종류 별로 분류성능을 비교하였

을 때 관측치가 극히 적은 Simda 백도어 공격에 대한 37.50%p

의 재현율 개선을 달성하였다. 그림 5에서는 성능이 개선되는 

케이스를 시각화하기 위해 제어 흐름 그래프의 임베딩 공간을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기존에 혼동되는 트로이공격

과 랜섬웨어가 효과적으로 구분되는것을 확인하였다. 

4.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분류 태스크에서 기존의 임베딩 기반 

접근의 기능적 특징의 누락을 지적하고, 명시적으로 공격 경

로를 모델링하기 위한 제어 흐름 그래프의 샘플링 알고리즘과 

임베딩 방법을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 그래프 임베딩 방법과 

비교하여 최고성능을 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Simda 백도어 

탐지에서 37.50%p의 재현율 향상을 확인하였다. 

제어 흐름 그래프는 복잡한 기능의 표현에서 강점이 있으나 

패킹된 바이너리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

능적 요소만 유지한 채 완전히 새로운 제어 흐름 그래프 구조

를 생성하는 제로-데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 지식을 

딥러닝 분류기의 보조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고려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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