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8 

 

 

2015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김종현 외 /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사이버게놈 기술동향 119 

Ⅰ. 서론 

종래의 사이버공격 탐지 및 차단기술은 해당 공격에 

대한 시그니처를 탐지하여 차단하거나, 네트워크 단에

서의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시그니처 탐지기술은 이미 수집된 악

성코드의 특징을 분석해 해당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시

그니처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악성코드가 생성됨으로써 공격자들이 만들어

내는 신종 악성코드 수와 보안 업체들이 처리하는 시그

니처 수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 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

려 그 간격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다. 또한, 소스코드, 함수 등 악성코드의 내부 구조를 지

속적으로 변화시켜 변종 악성코드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활용되면서 백신을 우회하는 새로운 악성코드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어 사이버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IT기반 시설의 정보시스템을 겨냥한 사

이버테러 수준의 표적공격을 사전에 인지 및 통합분석

하기 위하여 다중소스 데이터로부터 공격특징인자를 추

출하고, 분석된 상황을 효율적으로 시각화하여 기업 내

에 발생하는 보안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그림 1)과 같이 최근 10년간 신규 악성코드가 지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1]. 

이렇듯 악성코드가 사이버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는 최근 악성코드는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능화된 

악성코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탐

지기술 및 분석 환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을 어렵게 하는 회피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정교해

지고 있어 기존의 탐지기술 및 분석 환경으로는 악성코

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시그니처 수의 증가는 엔진 사이즈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또 엔진 사이즈가 커지고, 업데이트 빈

도가 늘어남에 따라 업데이트 사이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악성코드

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기존 악성코드 대응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

운 방식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실제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이 변장하거

나 외양을 바꿀 수는 있어도 범인의 Deoxyribonucleic 

acid(DNA)는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상의 

악성코드도 변하지 않는 고유의 행위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악성행위 특징을 추출하여 다수의 규칙으로 악성

코드 유전체 DB를 구축하는 것이 사이버게놈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급증하는 신종 및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

하고, 대응하기 위한 최근 관심을 받고있는 사이버게놈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을 소개하겠다. Ⅱ장에

서는 악성코드를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탐지기술과 한

계점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사이버게놈의 개념과 주

요 기술을 설명하고, Ⅳ장에서는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사이버게놈 기술의 국내외 기술동향을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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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악성코드 대응 기술 

1. 악성코드 탐지기법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분류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행위를 분석하는 동적분석 방법과 코드를 분석하는 정

적분석 방법이 존재한다. 동적분석은 분석환경 내에서 

악성코드를 실행시킴으로써 수행되는 악성 행위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방법이다. 정적분석은 

악성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의 연

관성 및 호출 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악성코드의 구조

와 삽입된 Dynamic Link Library(DLL)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적분석은 특정 실행조건에 제한 없이 

악성코드의 구조와 동작 특징을 분석하는 장점이 있지

만, 분석기능을 자동화하기 어렵고, 실행코드의 암호화, 

패킹(Packing) 등의 은닉기술이 적용된 경우 분석에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2]. 

 동적분석은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해 가상머신 환

경 내에서 악성코드를 직접 실행시켜 프로세스 생성, 레

지스트리 변경 등 악성코드의 행위를 기반으로 분석하

는 방법이다. 동적분석은 행위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신규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분석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확인된 악성코드의 행위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

용된다. 대표적인 동적분석 툴인 Cuckoo Sandbox에서 

악성코드를 실행시키면, 실행대상 파일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네트워크, 파일시스템, 레지스트리, 프

로세스, 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적분석 환경은 분석을 위한 가상환경을 복수로 구

성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어 분

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악성코드가 분석환경을 인

지하여 회피(실행중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새롭게 발견되는 악성코드

의 수와 종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의 악성코드와 자동 제작 도구를 이용하여 신종 및 변종

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성코드의 감

염에 의한 사용자 피해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악성코드에 대한 더욱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근 동적분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4]. 

2. 기존 악성코드 분석기술의 한계 

악성코드들은 스팸메일 발송, 개인정보 탈취, 감염 시

스템 손상, 서비스 방해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전파방식을 통하

여 네트워크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보안이 취약한 시스

템을 감염시킨다. 이후 악성코드들은 감염사실을 숨기

기 위하여 루트킷과 같은 다양한 분석 방해 및 은닉 기

법을 사용하여 감염 시스템에서의 잔존 시간을 늘려 더

욱 많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 대표적인 분석 방해 

기법으로는 악성코드는 자신의 프로세스 정보를 숨기거

나 커널 레벨 구조체의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 등을 사용

하여 악성코드의 프로세스 정보를 숨기는 방식이다. 악

성코드 분석을 회피(은닉화)하는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 등이 존재한다. 

가. 난독화(Obfuscation) 

코드 난독화란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

경하는 방법의 하나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

에 대해 가독성을 떨어뜨려 읽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려는 역공학에 

대한 대비책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를 숨기기 위해 사용된다.  

나. 패킹(Packing) 

패킹이란 Portable executable(PE)형식으로 배포되는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프로그램이 리버싱

이 되기 어렵게 하거나, 프로그램 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악성코드를 패킹할 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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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패킹하거나 여러 패킹방식을 복

합적으로 사용하여 다중 패킹할 경우, 악성코드 정적분

석기술을 우회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 안티 디버깅(Anti Debugging)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디버깅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악성코드들은 백신 프로그램이 자신을 

분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디버깅이 수행되지 못

하도록 디버깅이 실행될 때 이를 탐지하여 다른 행위를 

하거나 디버거의 실행을 종료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5].  

라. 안티 가상화(Anti Virtualization) 

안티 가상화는 악성코드 분석기법의 하나인 가상머신 

환경에서의 악성코드 분석기술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안티 가상화는 가상머신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을 탐색하여 악성코드가 수행할 시스템이 가상머신 

환경인지 판단할 수 있다. 가상머신 환경을 탐지하는 방

법은 프로세스, 파일시스템, 레지스트리 요소탐지와 메

모리 요소탐지, 가상 하드웨어 주변장치를 탐지하는 방

법이 있다[5]. 

마. 스케줄링(Scheduling) 

악성코드의 유포지를 탐지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허

니팟(Client Honeypot)과 크롤러(Crawler)와 같은 자동화

된 악성코드 탐지기술이 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허니팟

과 웹 크롤러와 같은 자동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악

성코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들은 검사하는 웹사이

트에 특정시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

점을 이용하는 스케줄링 기반의 악성코드가 존재한다. 일

명 시한폭탄(Time-bomb) 악성코드라고 하며, 자동화된 

악성코드 탐지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방문 시 

특정 시간 이후에 악성코드가 실행되게 하여 자동화된 악

성코드 수집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다. 

바. 악성코드 대량 삽입 

웹사이트에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경우는 대부분 

Structured Query Language(SQL) 인젝션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SQL 인젝션은 홈페이지와 데이터

베이스가 상호 데이터 교환 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

행하지 않아 공격자가 삽입한 SQL 명령어가 수행되면

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최근 공격자는 SQL 명령어를 특정 웹사이트에 대량

으로 삽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문자형 칼럼의 자

룟값 모두에 악성코드 유포지 Uniform Resource 

Locator(URL)를 삽입하여 대량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사. 악성코드의 모듈화 

과거 악성코드의 경우 다양한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악성코드라도 모든 기능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유포

되었다. 하지만 최근 악성코드 유포자들은 악성행위 별

로 악성코드들을 모듈화하여 유포하고 있다. 사용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시 해당 악성코드는 다른 기능

을 수행하는 악성코드들을 다운로드하는 역할만을 수행

한다. 이렇게 악성코드들을 기능별로 모듈화할 시 수행

하는 기능을 제한하여 악성코드로 판단하는 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회피할 수 있다. 과거 

3.4 DDoS 공격 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아. 악성코드의 은닉화 

악성코드를 은닉시키는 대표적인 기법은 루트킷이다. 

루트킷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으로부터 악성코

드를 은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은닉화 기술은 

Hooking, 시스템 프로그램의 변조, 커널 데이터 조작,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용, 레지스터 변조, 콜백 함수 사

용 등이 있다. 특히, 백신 프로그램 역시 시스템 서비스

를 사용하기 때문에 루트킷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기존 탐지기술의 한계점과 더불어, 기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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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들은 단일 악성코드에 대한 

행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각 악성코드들의 유사

도 및 해당 악성코드가 어떠한 악성코드의 변종인지 확

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용량 악성코드 분석

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탐지하고, 해당 악성코드가 

기존의 어떤 악성코드로부터 파생되었는지 분석하여 빠

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Ⅲ. 사이버게놈 기술 

1. 인간게놈(Human Genome) 프로젝트 

인간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는 인간의 염색체 내에 있는 모든 염기서열(유전정보)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이다[6].  

게놈이란 생물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유전정보를 보유한 유전자의 집합체로서, 인간의 

경우 23쌍의 염색체를 말하며, 부모로부터 자손에 전해

지는 유전물질의 단위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때 게놈에

서 유전정보는 DNA라는 분자구조로 존재하며 4가지 

화학적 암호인 A, G, T, C 등의 염기서열로 표기되어 

있다. 인간게놈은 약 30억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란 바로 30억에 달하는 염기서열 

전부를 해독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이며, 주요 목표는 10

만여 개의 유전자 중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들의 기능 및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또

한, 이 유전자들이 23쌍의 염색체상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즉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유전자를 포함한 전체 DNA 염기서열

을 결정함으로써 유전자의 구조적 특성과 게놈 전체의 

구조적 본질을 밝히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

는 유전자의 염색체상에서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도 악성코드의 변종을 탐지하고,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해커를 추적하는 사이버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겠다.  

2. 사이버게놈(Cyber Genome)의 개념 

사이버게놈이란 미 국방부 산하 고등방위연구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이 처음 만든 용어로 인간의 게놈(유전체)을 분

석하듯 인터넷상의 악성코드를 분석해 공격의 배후를 

파악하고 보안 사고를 미리 차단하는 고도의 보안기술

을 뜻한다[7]. 

사이버게놈 기술은 은밀하게 심어진 악성코드 및 사

이버공격 행위의 배후와 공격 경로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치 인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듯 수많

은 악성코드의 특징과 코드를 상세히 분석한다. 그 후 

이를 공격 특징별로 분류하면 추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악성코드 제작자나 해킹그룹, 유포지, 공격지, 

공격 목적 등을 빠르게 추정해 낼 수 있다. 특히 실시간

으로 다양한 공격 기법과 인터넷 주소(IP)를 바꿔가며 

공격하는 지능형 지속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공격의 사전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게놈 기술은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커의 습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

으로 진행될 공격 방법과 경로 유추 및 해커의 행동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

과적인 대응기술이 될 것이다. 다양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사건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해커의 아이디, 해킹 

그룹 식별 능력이 있을 때, 분석 및 대응에 걸리는 시간

을 절약하여 수많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방어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 사이버게놈 분석의 주요 기술 

사이버게놈 기술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

근에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악성코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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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술로써, 일반적으로 악성코드 샘플을 확보한 후 데

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악성코드의 고유 행위패턴

(유전체)을 찾게 된다. 사이버게놈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가. 악성코드 API 시퀀스 추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API)란 응용프

로그램에서 시스템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미리 정해진 메소드를 말

한다. 응용프로그램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거나 다른 

응용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때 반드시 API를 호출해

야 하며 프로그램 내부에서 호출되는 함수의 형태로 구

현된다. 따라서 악성코드도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하

기 위해 API 호출을 사용한다. 

한 가지 예로서 악성코드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추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 행위와 파일 생성 행위에 관련된 connect(), 

recv(), createFile() 등의 API를 사용한다. 따라서 시스

템 API 호출 시퀀스를 추출하여 악성코드의 실행 프로

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 악성코드로부터 API리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바이너리 실행파일 자체에서 추출

하는 방법과 프로그램 동작 중 호출되는 API를 후킹하

는 방법이 있다. 바이너리 실행파일 자체에서 추출하는 

방법은 PE파일 분석을 통해 Import Address 

Table(IAT)를 찾고 IAT로부터 포함된 API리스트를 추출

하는 방법이다. API를 후킹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작동 

중 호출되는 인터럽트를 후킹하여 호출되는 API를 기록

하는 방법인데 주로 Native API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사용된다. 이러한 커널 후킹을 이용한 방법에는 

System Service Descriptor Table(SSDT) 후킹이나 

Interrupt Descriptor Table(IDT) 후킹 등이 있다[8]. 

나. API 기반의 악성코드 특성인자 추출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로딩 시 고유한 

시스템 API호출을 수행한다. 공격자는 시스템 메모리에 

악성코드를 로드하는 순간 IAT를 변경하여 공격자가 

의도하는 시스템 API를 호출하게 하고, 기존의 정상

적인 API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와 같은 악

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실행 파일의 로딩 

시에 호출되는 시스템 API 호출을 프로세스, 메모리, 

레지스트리, 파일, 스레드, 네트워크, 서비스 영역 등

으로 분류하고, 악성코드가 아닌 정상적인 프로그램

으로부터 자주 포함되는 API의 리스트를 DLL 별로 

저장하여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를 생성한다. 그리

고 악성코드 샘플을 실행한 후 추출된 API 리스트에

서 화이트리스트의 API를 제거하게 되면 악성코드만

이 갖는 고유 특성인자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호출하는 주요 API리스트를 알파

벳 또는 특정 디지털 문자열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런 과정은 Bioinformatics 분야에서 사용되는 

서열 정렬 툴(ClustalX, MAFFT, MUSCLE, JalView)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후 Bioinformatics 

분야에서 사용하는 DNA 시퀀스 정렬 방법을 사용하

여 악성코드에 대한 그룹별 유사도 값을 측정할 수도 

있다. 

다. 서열 정렬(Sequence Alignment) 

서열 정렬(sequence alignment)은 일반적으로 Bio-

informatics 분야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서열들의 

유사도 값을 측정하거나 유사 구간의 관계성을 찾기 위

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특히, 두 문자열에 포함된 각 문

자에 대하여 하나씩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이 가장 많

아지도록 문자열을 정렬하는 것이 서열 정렬 기법의 목

적이다[9].  

서열 정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

다. 문자열 x, y에 대하여 각 길이를 m, n으로 정의한

다. 이때 아래 수식과 같이 행렬 M을 정의할 수 있다. 

행렬 M의 각 원소는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최대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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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	, 	)는 	, 	가 같을 때 2, 다를 때 -1이다. 
는 정렬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각의 문자열에 공백(gap)

을 삽입하여 서로 대응되는 문자 간의 유사도 합이 최대

가 되는 조합을 찾는 경우에 적용되는 값이다. 

 (, 0) = 0, 0 ≤  ≤                    (1) (0, ) = 0, 0 ≤  ≤                     (2) 

 

(, ) = ⎩⎨
⎧ 0																																																		( − 1,  − 1) + (	, 	)			 {( − , ) + }			 	{( − , ) +  	}			 (3) 

      ,(1	 ≤ 	 ≤ , 1	 ≤ 	 ≤ ) 

 

만약 x, y를 각각 ‘ABCDE’, ‘BBFCD’라고 가정하면, 두 

문자열의 정렬된 최종 결과는 행렬 M의 최댓값을 갖는 

원소를 기준점으로 하여, 대각선과 가로, 세로 방향 중 한 

방향을 선택하여 역으로 진행하면 얻을 수 있다. 만약 값

이 같을 경우, 대각선 방향이 우선시 되며 가로, 세로 방

향은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값이 0인 원소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면서 경로를 형성한다. 경로가 형성

되면 형성할 때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여 실제 정렬을 수

행한다. 이렇게 수행된 정렬 결과는 아래와 같다. 

 x	:	A	B	–	C	D	E	y	:	B	B	F	C	D	–		
서열 정렬 알고리즘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두 문자열의 길이가 다르거나, 대체로 다른 문자열

을 정렬할 경우 두 문자열의 공통된 부분을 찾는 국소 

정렬(Local Alignment) 알고리즘이 있으며,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Smith-Waterman 알고리즘이 있다[9]. 

반대로 두 문자열의 길이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비슷

한 문자열을 정렬할 경우 전체적인 관점에서 두 문자열

이 가장 유사하도록 하는 전역 정렬(Global Alignment) 

알고리즘이 있으며, Needlman-Wunsch 알고리즘이 대

표적이다[10]. 두 알고리즘은 정렬 과정은 동일하나, 경

로 형성의 기준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종 악성

코드들의 API 호출 리스트의 종류와 길이가 대체로 다

양해서 Global Alignment보다는 Local Alignment 알고

리즘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라. 악성코드 유사도 분석 

일반적으로 Dynamic Programing(DP)은 DNA, 

Ribonucleic acid(RNA), 단백질 서열의 비교와 프로그

래밍 소스 코드의 유사도 값을 측정할 때 널리 사용됐

다. 최근 Bioinformatics분야에서 DP를 이용한 Pairwise 

Alignment와 Longest Common Subsequence(LCS)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서열 간의 유사도 분석을 하고 있

으며, 사이버게놈 기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따르고 있다. LCS는 두 문자열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가장 긴 서열을 찾는 알고리즘이다[11]. 

두 문자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의 부분

서열은 ,… 이고,  의 부분서열은 ,… 이다.   , 을 부분서열 	와 의 최장 공통 부분서열

을 대표한다고 하면, 이 서열의 집합은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  =  0																																																																					 ,  + 1																																			   , ,  ,  
 와 의 최장 공통 부분 서열을 찾기 위해서, 두 원

소  와  을 비교한다. 만약 그들이 같다면 서열  , 는 원소로 확장되고, 만약 그들이 같

지 않다면 두 서열   ,  와  ,  중 

더 긴 것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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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기술 및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신종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사이버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기술 및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1. 국외 기술 및 연구동향 

가. 산업계의 기술동향 

Invincea사에서 사이버게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ynomix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본 기술은 샌드박

스에서 악성코드를 실행한 후 Process Monitor 

(PROCMON) 툴을 통하여 악성코드의 시스템 API 호출 

로그를 추출한다. 그다음 단계로 의미 있는 API 서열을 

추출하기 위하여 마코프 체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전

반적인 시스템 동작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본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된 

시각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유사도 분석

을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링 글로벌 뷰, 각각의 악성코

드 API 서열을 표현해주는 뷰, 사용자에 의한 필터링 조

건을 선택하는 뷰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은 대규모 악성

코드 데이터 셋을 갖고 각각의 악성코드를 실행하기 위

한 시스템 콜의 서열 관계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

하는 시스템이다[12]. 즉, 악성코드 행위를 시스템 API 

호출의 서열로 정의하고, 각 서열의 유사도 분석을 통하

여 변종 및 신종 악성코드를 분류하고 있다. 

나. 연구기관의 기술동향 

새로운 악성코드, 새로운 변형, 다형성 코드와 같은 

지능화된 공격 기술의 발달은 기존 보안 시스템의 패턴

기반 탐지 방식을 회피하고, 사용자들의 자산 보호에 위

협을 주게 된다. 미국의 HBGary 연구소는 새로운 형식

의 행위 기반 탐지기술로 Digital DNA 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이 기술은 시스템 메모리상에서 실행되는 프로세

스의 행위를 분석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리포팅 한

다. 또한, 정적분석과 동적분석을 통하여 프로세스 행위

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해당 프로세스의 악성여부를 판

단한 후 취약성 내용을 Digital DNA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13].  

(그림 4)는 HBGary연구소에서 개발한 Responder 제

품에서 Digital DNA를 확인하는 화면이다. 본 제품은 

메모리 분석을 통한 신종 및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DLL, SYS파일 등을 분석하며, 

동작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Binary분석, String분석 등

을 통해 악성코드 행위패턴을 추출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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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계의 연구동향 

산업계 및 연구기관 이외에도 학계에서도 사이버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Bioinformatics 공학에서 

다루는 DNA분석기법을 악성코드 탐지기법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16진수 헥사 값을 DNA에서 표현하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의 문자열로 치환한 후 개별 악성코

드 프로세스의 행위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소개되었다[14]. 또한, 다중 서열 

정렬 기법을 사용하여 악성코드의 유사도 분석을 수행

하고, 공격 특징별로 행위 패턴을 추출하는 프로세스도 

설명하고 있다. 

2. 국내 기술 및 연구동향 

가. 산업계의 기술동향 

국내의 경우, 안랩에서 개발한 룰 기반 악성코드 탐지

기법은 인간의 DNA맵을 그리는 게놈 프로젝트와 같이 

클라우드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악성/정상파일 DNA의 

고유한 특징을 분류해 DNA맵을 구성한 후 DNA맵의 

구성 중 악성코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추출하고, 

새로운 악성코드 진단 룰을 생성하여 신종 및 변종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이다[15].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도입한 악성코드 대응 기술

의 경우, 기존에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악성코드 패턴 

DB를 내려 검사/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와 클라

우드 센터 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함으

로써 새로이 나타난 악성코드의 전파 속도가 어떠한지, 

어떤 악성코드에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는지 등의 악성

코드 위협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학계의 연구동향 

국내 모 대학에서는 시스템 API 호출 시퀀스를 분석

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은 수천 개의 악성코드 샘플을 확보한 후 

가상화 머신 환경에서 각 악성코드를 실행시킨다. 이후 

악성코드가 실행되면서 호출하는 시스템 API 리스트를 

추출하고, 주요 시스템 API 호출 리스트를 알파벳 문자

열로 치환한다. 그다음 단계로 Bioinfomatics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ClustalX 툴을 통하여 API 서열 정렬을 

수행하고, LC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악성코드의 공통 

행위 패턴을 추출한 후, 악성코드 패턴 DB에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검증을 위하여 의심되는 실행파일의 

API 서열을 악성코드 패턴 DB에 조회하여 해당 실행파

일의 악성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5)는 해당 기술의 전

체 프로세스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16]. 

다. 연구기관의 기술동향 

국내의 경우, ETRI에서는 단일 기업망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 PC의 로그정보와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격 특성인자를 추출한다. 추출된 

특성인자들 간의 관계성을 DNA구조형태로 표현함으로

써 사용자PC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사이버 유전체 분석(Cyber Genetic 

Analysis: Cyber-Genesis)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사

이버표적공격에 대한 공격특성 DNA 프로파일을 구축

하고, 현재 감염된 PC의 공격특성 DNA와 유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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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으로써 사이버표적공격의 세부 유형을 쉽게 

탐지할 수도 있다. 

(그림 6)은 수집된 이벤트 로그로부터 고유의 공격특

성 정보를 추출하고, 공격특성들 간의 관계성을 DNA구

조형태로 표현하고,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API 호출 시퀀스를 분석하여 악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Cyber-Genesis의 3D 시각화 화면이다. 

(그림 7)은 악성코드 특성인자 DNA 추출 및 악성코

드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는 3D 시각화 엔진의 개략적인 

기능 블록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처리 서버는 

사용자PC, 서버,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및 저장 기능,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표적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악성코드 고유 

패턴(DNA) 추출 기능, 비정상 행위 탐지경보와 연관성 

분석결과를 수신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3D GUI 엔진은 사용자PC, 서버, 네트워크 장비로부

터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하여 추출된 특징인자들

간의 관계성을 DNA 구조형태로 표현한다. 또한, 개별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인자 시퀀스를 표현함으로써 시스

템의 비정상 상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인간게놈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사이버보

안 분야에서 악성코드의 변종을 탐지하고,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해커를 추적하는 사이버게놈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사이버 테러는 과거처럼 몇몇 해킹 집단의 과

시용 행위가 아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악성코드 제작이 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많은 범죄조직이 악성코드 제작

에 달려들어 점점 고도화되고 수많은 변종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수적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엄

청난 양의 악성코드가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악성코드 탐지기법에서 벗어

나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 소개

한 사이버게놈 개념을 도입한 악성코드 대응 기술이 악

성코드의 폭발적 증가와 복합적 공격 양상으로 변화하

고 있는 현재의 사이버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안

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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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LL Dynamic Link Library 

DNA Deoxyribonucleic acid 

DP Dynamic Programing 

GENOME Gene chromosome 

HGP Human Genome Project 

IAT Import Address Table 

IDT Interrupt Descriptor Table 

LCS Longest Common Subsequence 

PE Portable executable 

PROCMON Process Monitor 

RNA Ribonucleic acid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SSDT System Service Descriptor Table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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