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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악성코드를 활용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의 수가 차 증가하면서 이를 방하고 탐지하기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들은 공격이 발생하기 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도 요하지만, 발생 공격 사례 는 공격 유형에 

한 정확한 분석과 공격 분류를 통해 효과 인 응을 하는 것 한 요하며, 이러한 응은 해당 공격의 공격 그룹을 분석함으로
써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격자 그룹의 특징을 악하고 분석하기 한 악성코드를 활용한 유  알고리즘 기반 공격

자 그룹 특징 추출 임워크를 제안한다. 해당 임워크에서는 수집된 악성코드를 디컴 일러와 디셈블러를 통해 련 코드를 

추출하고 코드 분석을 통해 자와 련된 정보들을 분석한다. 악성코드에는 해당 코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징들은 곧 해당 악성코드의 작성자 는 공격자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 클러스

터링 방법을 통해 바이 리  소스 코드에서 추출한 다양한 특징들 에 특정 악성코드 작성자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선

별하고, 정확한 클러스터링 수행을 해 유  알고리즘을 용하여 주요 특징들을 유추한다. 한 각 악성코드 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기반으로 각 그룹들만을 표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찾고 이를 통해 로필을 작성하여 작성자 그룹이 정확하게 군집화 

되었는지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가 정확히 식별되는 지와 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요 특징 식별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것이다. 실험 결과, 86%의 자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고 유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정보들 에 자 분석에 사용될 특징들을 선별하 다.

☞ 주제어 : 자 특성, 공격자 그룹, 유  알고리즘, 악성코드, 자 클러스터링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 attack using malware has been increasing, and research is underway to 

prevent and detect them. While it is important to detect and block attacks before they occur,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an effective 

response through an accurate analysis for attack case and attack type, these respond which can be determined by analyzing the 

attack group of such attack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a framework based on genetic algorithm for analyzing malware and 

understanding attacker group's features. The framework uses decompiler and disassembler to extract related code in collected 

malware, and analyzes information related to author through code analysis. Malware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only it has, which 

can be said to be features that can identify the author or attacker groups of that malware. So, we select specific features only having 
attack group among the various features extracted from binary and source code through the authorship clustering method, and apply 

genetic algorithm to accurate clustering to infer specific features. Also, we find features which based on characteristics each group 

of malware authors has that can express each group, and  create profiles to verify that the group of authors is correctly clustered. 
In this paper, we do experiment about author classification using genetic algorithm and finding specific features to express author 

characteristic. In experiment result, we identified an author classification accuracy of 86% and selected features to be used for 

authorship analysis among the information extracted through genetic algorithm.

☞ keyword : Authorship Attribution, Attacker Group, Genetic Algorithm, Malware, Authorship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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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반 으로 다양한 정보

들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주고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

술들은 다양한 산업, 기업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

떤 분야를 막론하든지 간에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는 곳

이 없을 정도로 재 보 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

해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항상 보안에 한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인터넷 환경을 활

용한 공격의 수가 차 증가하고 있다[1].

표 인 로 APT 공격을 들 수 있으며, 해당 공격은 

특정 로그램 혹은 특정 시스템에 한 취약 을 분석

하고 공격을 통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

는 등의 공격을 수행한다. 한 APT 공격에서는 악성코

드들이 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시스템 등을 장악하고 

정보를 탈취한다. 해당 공격 방식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취약 을 찾고 침투 경로를 설정하는 등

의 긴 시간을 두고 수행하는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공격

자들은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코드 종류, 공격 방

식, 칩입 루트, 타겟 정보 분석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공격자와 련된 이러한 정보들

을 정확히 분석하고 식별하면 공격에 한 피해를 좀 더 

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공격들에 한 공

격자나 공격 그룹의 정보를 분석하고 식별하기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분석할 것이다. 해당 악성코

드를 분석하게 되면, 악성코드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식별할 수 있다[2]. 이를 통해 악성코드 

공격자 혹은 유포자들을 그룹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격자  유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한 특징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악성코드 공

격자 혹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특징들은 악성

코드를 디컴 일러  디셈블러를 통해 얻은 바이 리 

코드와 소스 코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련 특징들

로는 N-gram, PE, Opcode, 패킹, 일 구조, 함수, 지스

터, idiom, graphlet, super graphlet, call graphlet, N-gram, 단

어 빈도, 어휘 표 력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에서 악성코드 공격자 그룹이 가지

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식별하고 해당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정보)들을 악한다. 한 악된 악성

코드 공격자 그룹의 고유 특징들을 가지고 그룹 로

일을 생성하여 새로운 악성코드 분석을 수행할 때, 어떠

한 유형의 그룹에 속하는 지도 확인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  알고리즘 기반 악성코드 

공격자 그룹 특징 추출 임워크를 제안한다. 해당 

임워크를 통해 악성코드의 바이 리  소스 코드 등

을 추출하고 해당 코드에서 자와 련된 정보를 추출

한다. 그리고 추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통한 

공격자 그룹을 생성하고 각 그룹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

한 특정(정보)들을 악한다. 한 악된 정보를 가지고 

그룹 로 일을 생성하여, 새로운 악성코드가 유입되었

을 때 해당 악성코드가 어떠한 유형의 공격에 속하는 지 

혹은 어떤 공격자 그룹에 속하는 지를 악하여 능동

인 보안 책 선정과 신속한 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

며, 그룹별 고유 특징들을 통해 그룹 클러스터링 정확도

를 향상시킬 것이다[3].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uthorship 

Attribution과 유  알고리즘에 해서 소개하며, 3장에서

는 제안하는 악성코드 공격자 그룹 식별을 한 유  알

고리즘 기반 특징 추출 임워크에 해 소개한다. 4장

에서는 련 연구를 수행하며,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련 연구

2.1 Authorship Attribution

Authorship Attribution은 바이 리, 어셈블리어  소스 

코드와 같은 로그램 코드들이나 워드, 한 , 액셀 등과 

같은 문서들을 분석하여 코드나 문서 안에 존재하는 

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한

다. 분석을 통해 작성자의 특성을 악하거나 로필을 

생성하기도 하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뉜다[4][5].

2.1.1 Authorship Identification

특정한 자에 의해 작성된 여러 코드, 메시지 혹은 문

서 등을 분석하여 작성자의 특징을 식별하는 방식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 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선별한다. 새로 분석하는 문서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고 비

교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2.1.2 Authorship Characterization

특정한 자의 특성을 악하고, 해당 자만을 식별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찾아 자의 로필을 만드는 방법

을 의미하며, 자의 성별, 로그램 언어 교육 수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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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  알고리즘 기반 악성코드 공격자 그룹 특징 추출 임워크

(Figure 1) Malware Attacker group feature extraction framework based on Genetic Algorithm

화, 배경지식 등을 기반으로 로필을 작성한다.

2.1.3 Similarity Detection

다양한 코드나 메시지를 분석  비교하여 각 문서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모방이 아닌 한 자에 의

해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휘, 기

능, 구문 특징, 내용 등을 가지고 특징들을 추출한다. 주

로 작권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Authorship Attribution에 사용되는 특징들로는 어휘 , 

문자 , 구문록 , 의미론  특징들이 있으며, N-gram, 토

큰, 빈도수 등의 방법을 용하여 련 특징을 추출한다. 

이는 일반 인 문서뿐만 아니라, 바이 리 코드, 소스 코

드  어셈블리 코드 등과 같은 유형의 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코드에서는 추가 으로 코드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데이터, 로그램 언어  특징, 코드 흐름 등)을 

가지고 특징을 생성한다.

2.2 Genetic Algorithm

유  알고리즘은 생물의 유 학  진화 메커니즘을 기

반으로 한 공학 모델로 최 화 탐색 문제에 합한 알고

리즘이다. 유  진화를 모델로 사용하 기 때문에 유 자 

돌연변이(mutation), 선택(selection), 교차(crossover) 등의 

방법이 용된다[6].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한 최 의 해를 찾기 해 사

용하며, 일반 으로 해를 염색체(chromosome)으로 나타

낸다. 일반 으로 염색체를 이진수로 표 하나, 이는 어

떠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 방법이 존재

한다. 한 각 염색체들이 특정 문제에 해서 얼마만큼

의 가치(value)를 가지고 있는지를 합 함수(fitness function)

을 통해 평가한다[7][8].

유  알고리즘은 보통 지역 최 화(local optimization)

에 사용되며, 특징 공간에서 일부 지역에 한 최 화를 

수행하여 여러 개의 최 화된 해를 산출하지만 해당 값

들이 체 특징 공간에서의 최 의 값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유  알고리즘과 추가 으로 역 최 화

(global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 의 해를 찾

는 것이 좋다.

염색체 선택 방식에는 룰렛휠, 토 먼트, 순  기반 선

택 등이 있으며, 교차 방식에는 일 , 다 , 균등, 싸이클, 

PMX 교차 등이 있고, 변이 방식에는 형 , 비 균등 변이 

등의 방식이 존재한다. 다양한 방식들 에서 특정 문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유  알고리즘을 구성해야한다.

3. 악성코드 공격자 특징 추출 임워크

본 논문에서는 authorship attribution과 유  알고리즘 

기반 악성코드 공격자 식별을 한 공격자 특징 추출 

래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 하는 임워크는 그림 1과 

같으며, 4가지 단계(악성코드 수집, 악성코드 분석, 악성

코드 공격 그룹 클러스터링, 평가)를 거쳐 진행되고, 이와 

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악성코드 수집 단계에서는 실제 필드에서 발생하

는 악성코드들을 수집하고, 악성코드 데이터 셋에 장한

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악성코드 분석에서는 디컴

일러와 디셈블러를 통해 수집된 악성코드로부터 련 코

드들(바이 리, 어셈블리, 소스 코드 등)을 추출한다. 그

리고 Authorship Attribution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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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와 련된 함수, 지스터, idiom, graphlet, super 

graphlet, call graphlet, N-gram, 단어 빈도 등과 같은 특징

들을 추출하고,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Authorship 

Attribution을 통한 작성자 분석에서 사용하는 바이 리, 

소스, 어셈블리 등과 같은 코드부분이 악성코드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악성코드 

분석이 가능하며[9], 해당 방식은 일반 으로 악성코드 

탐지  분석을 수행하기 해 분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특징

들이  추출되고, 이러한 특징들 에는 악성코드의 공격

자, 자 혹은 유포자와 련된 특징들이 존재한다[10]. 

그 다음 악성코드 공격 그룹 클러스터링 단계에서는 유

 알고리즘을 용하여 악성코드 공격 그룹 분류를 

한 특징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특징들을 가지고 클러스터

링을 수행한다. 이때, 각각의 악성코드 그룹이 가지고 있

는 특별한 특징(정보)를 식별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악

성코드 공격 그룹 로필을 생성하게 된다. 한 유  알

고리즘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식을 용함으로써 식별되

지 않은 그룹의 수를 유추하고 이를 통한 군집화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다[11]. 그 후, 유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

한 악성코드 공격 그룹 분류에 유효한 특징들을 가지고 

분류(classification)에 용하여 실제로 악성코드 공격 그

룹 분류에 효과 인지를 확인한다.

4. 실   험

본 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임워크를 검증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며, 악성코드 공격자 그룹으로 넘어가기 이

 단계인 정상 실행 일 데이터 셋을 가지고 연구 수행한

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Authorship Attribution 기

반 자 특징들과 유  알고리즘을 활용한 코드 자 식

별에 알맞은 특징을 선택하는 지에 해서 확인하고, 

련 연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 셋은 Google Gode Jam[12]을 통

해 수집한 코드를 사용하 으며, 이를 실행 일로 변형한 

후에 디컴 일러와 디셈블러를 사용하여 여러 코드들을 

수집하 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은 총 5명의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마다 평균 50개 이상의 실행 일을 

가지고 있다. 해당 데이터 셋을 통해 추출한 특징은 총 12

개의 특징으로 실행 일에 디컴 일러  디셈블러를 

용하여 해당 특징들을 추출하 다. 실험 환경으로 CPU

는 Intel Core i7-8700 3.20GHz, RAM은 16.0 GB, OS는 

Window 10 64bit를 사용하 다. 

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각 실행 일마다 어

떠한 라벨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 다. 그림 2는 해당 연

구에 한 실험 결과로, X축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산출

한 클러스터를 의미하고 Y축은 실행 일의 번호를 의미

한다. 즉, Y축은 데이터 셋에 포함된 실행 일의 수를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 표 된 색은 실행 일의 실제 

라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클러스터마다 하나의 자만이 포함되어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uthorship attribution을 가지고 

추출한 특징들이 실행 일의 자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Authorship Attribution 기반 특징 데이터 분포 

확인 결과

(Figure 2) Result of feature data distribution based 

on Authorship Attribution

4.1 염색체 다양성 확보를 한 염색체 선택 방법 

연구

유  알고리즘의 경우 합 함수는 자 식별 정확도

를 사용하 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특징을 하나의 유

으로 설정하고, 염색체의 특정 유 자의 값이 0이면 해당 

특징을 사용하지 않고 1이면 해당 특징을 사용하 다. 선

택은  룰렛 휠 방법을 용하 고, 변이는 다  포인트

(multi-point) 방법을 용하 다. 룰렛 휠 선택 방식은 

표 인 선택 방식  하나로, 합 함수를 통해 각 염색체

의 합 합수 결과값을 산출하고 결과값이 좋을수록 선

택될 확률을 높게 하는 방식이다. 룰렛 휠 선택은 식 (1)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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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값에 따른 룰렛 휠 선택 방식의 합 함수 결과값

(Figure 3) The fitness function result of roulette wheel approach according to k value

는 한 세 에서 가장 좋지 않은 합 함수 결과값

을 나타내고 는 한 세 에서 가장 좋은 합 함수 결과

값을 나타낸다. 는 i번째 염색체의 합 합수 결과값을 

나타낸다. 일반 으로 k의 값이 증가하면 selection 

pressure가 증가하며, 염색체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

다. 일반 으로 k값은 3~4사이의 값을 가지며, 데이터 셋

에 맞는 최 의 k값을 찾아야 염색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의 k값을 산출하기 해 k의 값을 1

씩 증가시키면서 유  알고리즘을 수행하 으며, 세 별 

염색체 수는 50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구조는 안  상

태(steady-state) 유  알고리즘을 용하 다. 그림 3은 이

에 한 결과로 X축은 합 함수 결과값을 의미하고, X

축은 반복한 세  수를 의미한다. 해당 실험에서는 최  

500 세 까지 반복하 으며, 실험 결과 k의 값이 5일 때 

가장 좋은 자 식별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 자 그룹 분류에 유용한 특징 선택 연구

해당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는 다르게 세 는 수렴이 

될 때까지 최  5,000세 를 반복하 다. 실험 결과 최종

으로 0.8670의 자 식별 정확도에서 수렴하는 것이 나

타났으며, 5,000세 를 반복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그림 4

와 같다. X축은 반복된 세  수를 의미하며 1,000세 를 

단 로 표 하 으며 최  5,000세 를 반복하 다. Y축

은 해당 세 에서의 최  합 함수 결과값을 나타낸다.

(그림 4) 유용한 특징 선택 실험 결과

(Figure 4) Experiment Result of useful feature 

selection

약 100세 를 거친 후부터 0.8670의 최  합 함수 결

과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으로 유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한 자 식별에 유용한 특징 부분 

집합을 확인하 으며, 연구 결과 염색체 배열이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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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0,0)과 같을 때, 가장 높은 자 식별 정확도를 보

인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즉 12개의 유 자 에서 3, 

11, 12번째 유 자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들은 자를 식

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련 연구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 에 연구된 논문들[2][5]과의 비교를 

통해 본 임워크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비교 결

과는 표 1과 같으며, Alrabaee et al[2]에서는 Authorship 

Attribution 방법을 용한 자 식별을 한 OBA2 

임워크를 제안하 으며, Google Gode Jam[12]을 통해 수

집한 데이터 셋을 사용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의 수

를 늘려가면서 정확도를 측정하 으며, 본 연구와 같이 

자가 5명일 때, 약 84%의 자 분류 정확도를 보 다. 

Rosenblum et al[5]에서도 마찬가지로 Authorhsip Attribution 

기반 소스 코드  바이 리 특징들을 추출하여 자를 식

별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연구 결과 약 77%의 자 

분류 정확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기존에 제안한 방법들보다 자

를 식별하는데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1) Alrabaee et al[2] and Rosenblum et al[5]

과의 authorship attribution 정확도 비교 결과

(Table 1) Accuracy comparison results of authorship 

attribution obtained by Alrabaee et 

al[2] and Rosenblum et al[5]

System number of author accuracy

Alrabaee et al[2] 5+ 84%

Rosenblum et al[5] 50+ 78%

Our proposed Framwork 5 86%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악성코드 공격 그룹과 련된 특징을 

추출하기 한 임워크를 제안하 다. 해당 임워

크를 통해서 디컴 일러와 디셈블러를 사용하여 악성코

드 혹은 실행 일에 한 코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Authorship Attribution 기반 특징들을 생성한다. 

생성된 특징들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악성코

드 공격 그룹이 정확히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나서 

유  알고리즘 기반 공격 그룹 생성기를 통해 나눠진 클

러스터마다 분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악한다. 이를 통해 각 악성코드 그룹이 가

지고 있는, 그룹을 나타내고 표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선

별하고 이를 가지고 공격 그룹 로필을 생성한다. 마지

막으로 유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한 악성코드 공격 그

룹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특징 서  집합을 가지고 분류 

알고리즘에 용하여 해당 특징들이 실제로 악성코드 공

격 그룹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효과 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는 디컴 일러  디셈블러를 통해 생성

한 코드들을 Authorship Attribution 기반 특징 추출 방법을 

용하 을 때, 공격 그룹 혹은 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와 유  알고리즘 기반 선별된 특징들이 실제

로 악성코드 공격 그룹 분류 는 자를 분류하는데 있

어 유용한 특징들을 선별해 내는 지를 확인하 다. 실험 

결과 Authorship Attribution 기반 특징 추출을 통해 생성한 

특징들은 실제로 자 라벨을 정확히 나눠 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해당 특징들이 자나 공격 그룹을 

분류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유  알고

리즘 기반 선별된 특징들도 실험 결과 약 86%의 자 식

별 정확도를 보 다. 한 이 에 제안된 연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uthoship Attribution 

기반 자 특징 추출 임워크의 성능을 확인하 으며, 

연구 결과 이  제안한 연구들보다 높은 자 분류 정확도

를 보인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유  알고리즘이 

자를 분류하는데 있어 효과 인 특징들을 선별해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정상 인 실행 일을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하여, 자 식별이 가능한지를 확인

해보았다. 향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실제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공격 그룹을 찾고, 그룹별 요 특징을 식별하

는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부족 데이터 셋을 

더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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