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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Variational AutoEncoder기반 
변종 악성코드 패 리 분류 연구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Variant Malware Family Based on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

이 영 전1 한 명 묵1*

Young-jeon Lee Myung-Mook Han

요    약

통 으로 부분의 악성코드는 도메인 문가에 의해 추출된 특징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기반의 

분석방식은 분석가의 역량에 의존 이며 기존의 악성코드를 변형한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도메인 문가의 개입 없이도 변종 악성코드의 패 리를 분류할 수 있는 ResNet-Variational AutoEncder 기반 변종 악성코드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Variational AutoEncoder 네트워크는 입력값으로 제공되는 훈련 데이터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잘 이해

하며 정규 분포 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습 과정에서 잠재 

변수를 추출을 통해 악성코드의 요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 훈련 데이터의 특징을 더욱 잘 학습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
기 해 이 학습을 수행했다. ImageNet Dataset으로 사 학습된 ResNet-152 모델의 학습 라미터를 Encoder Network의 학습 라

미터로 이했다. 이학습을 수행한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의 경우 기존 Variational AutoEncoder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

으며 학습의 효율성을 제공하 다. 한편 변종 악성코드 분류를 한 방법으로는 앙상블 모델인 Stacking Classifier가 사용되었다. ResN

et-VAE 모델의 Encoder Network로 추출한 변종 악성코드 특징 데이터를 바탕으로 Stacking Classifier를 학습한 결과 98.66%의 Accurac

y와 98.68의 F1-Score를 얻을 수 있었다.  

☞ 주제어 : 변종 악성코드, 악성코드 분류, 변이 오토인코더, 이학습, 앙상블 학습

ABSTRACT

Traditionally, most malicious codes have been analyzed using feature information extracted by domain experts. However, this 

feature-based analysis method depends on the analyst's capabilities and has limitations in detecting variant malicious codes that have 

modified existing malicious cod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ResNet-Variational AutoEncder-based variant malware classification 

method that can classify a family of variant malware without domain expert intervention. The Variational AutoEncoder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ng new data within a normal distribution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ll in the learning 

process of training data provided as input values. In this study, important features of malicious code could be extracted by extracting 

latent variables in the learning process of Variational AutoEncoder. In addition, transfer learning was performed to better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ining data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learning. The learning parameters of the ResNet-152 model pre-trained 

with the ImageNet Dataset were transferred to the learning parameters of the Encoder Network. The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 

that performed transfer learning showed high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Variational AutoEncoder and provided learning 

efficiency. Meanwhile, an ensemble model, Stacking Classifier, was used as a method for classifying variant malicious codes. As a result 

of learning the Stacking Classifier based on the characteristic data of the variant malware extracted by the Encoder Network of the 

ResNet-VAE model, an accuracy of 98.66% and an F1-Score of 98.68 were obtained.

☞ keyword : Variant Malware, Malware Classification, Variational AutoEncoder, Tranfer Learning, Ensembl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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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 으로 악성코드 분석은 악성코드 도메인 문가

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특징 기반의 근 방법은 도

메인 문가에 의존 이며 변하는 변종 악성코드에 

응할 수 없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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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악성코드 도메인 문가의 분석 없이도 

악성코드의 요특징 정보를 추출하며 변종 악성코드의 

패 리를 분류할 수 있는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

기반 변종 악성코드 군집 분류 연구를 제안한다.

Variational AutoEncoder 네트워크는 입력값으로 제공

되는 훈련 데이터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잘 

이해하며 정규 분포 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riational AutoEncod

er를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며 잠재 인 특징을 

학습하는 Encoder Network를 특징 추출기로 활용하여 변

종 악성코드의 주요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ingma, Diederik P[2]가 제안한 V

ariational AutoEncoder과 달리 Encoder Network에서 이

학습을 수행한다. ImageNet Datset으로 사 학습된 ResNet

-152 모델의 라미터를 Variational AutoEncoder의 Encode

r Network로 이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Variational AutoE

ncoder 비 높은 성능과 효율 인 학습이 가능했다. 

변종 악성코드 분류를 한 방법으로는 앙상블 분류 

모델인 Stacking Classifier가 사용된다. 사 학습된 ResNet

-Variational AutoEncoder의 Encoder Network를 통해 추출

한 특징 데이터에 Stacking Classifier를 학습하여 변종 악

성코드 패 리 분류를 수행했다. Stacking Classifier를 활

용한 앙상블 학습 수행한 결과 98.66%의 높은 분류 정확

도와 98.68의 F1-score를 얻을 수 있었다.

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과 3장에서는 련 연구

와 제안하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을 통한 제한 하는 방법의 검증과 평가를 수행한다. 5장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악성코드 특징 추출 연구

통 인 악성코드 분석 연구로는 Static Analysis, Dyn

amic Analysis, Hybrid Analysis 등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도메인 문가에 의한 특징 추출 방법, 악성코드를 직  

실행시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앞선 두 방법을 조합하

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Static Analysis의 경우 악성코드 문가의 지식에 

따라 특징이 추출되는 문제 이 있다. 즉 악성코드 분석

자의 지식에 매우 의존 기 때문에 분석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 이 있다[1].  Dynamic Analysis

의 경우 Static Analysis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Sand Box가상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 인 측

면과 악성코드 행 를 탐지하기 한 시간 , 비용 인 

문제 이 존재한다. 이러한 두 분석 방법의 장 을 

히 조합하여 Hybrid Analysis라는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H

ybrid Analysis역시 기존의 방법들이 가진 문제 을 해결

하지 못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3].

2.2 이미지 처리 기반 악성코드 분류 연구

Nataraji et al.[3, 4]연구 은 악성코드의 시각화를 통한 

binary texture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제안했다. 

일반 으로 악성코드 작성자는 원본 악성코드의 작은 

부분을 바꿔 새로운 변종 악성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악성코드를 이미지로 변환할 경우 작은 변화를 탐지하면

서 악성코드의 구조 인 정보는 유지할 수 있다. 한 악

성코드의 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서 섹션들이 서로 다른 

텍스쳐를 나타내는 특징을 발견하 다[3]. 특히 같은 군

집 내에 속하는 악성코드의 텍스쳐는 시각 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군집이 다른 악성코드 간에는 텍스쳐가 

다른 특징을 보이는 에 감을 받아 악성코드 이미지 

유사도 기반의 특징 추출 연구를 제안했다. 이들의 연구

는 향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 되었으며 악성코드 

분석의 통 인 Static Analysis, Dynamic Analysis에 이어 

Binary Image Analysis라는 새로운 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3, 6, 7, 9, 10].바이 리 악성코드를 이미지로 변환할 

경우 악성코드의 구조 인 정보는 유지하면서도 작은 변

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2.3 딥러닝을 활용한 악성코드 분류 연구

최근 Anomaly Detection, Fraud Detection, Malware 

Detection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의 발 은 

기존의 악성코드 분석 방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 을 극

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었다[5].

제로 데이 공격을 탐지하기 한 연구로는 tDCGAN(T

ransferred Deep-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

rk)을 활용한 연구가 있다[6]. 사 학습된 AutoEncoder 모

델을 활용하여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모델

을 안정 으로 학습하 으며 학습된 GAN 모델의 Discri

minator 라미터를 제로 데이 공격 탐지를 한 Detector

로 이하 다. tDCGAN을 활용한 악성코드 분류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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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

(Figure 1) Proposed Method

도는 통 인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보다 뛰어난 95.74%

를 달성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딥러닝 생성 모

델의 경우 랜덤 분포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분포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기에 생성된 악성 코드 

데이터가 일반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갖고 있다. 

한 인 악성코드 탐지를 한 연구로는 LSC-G

AN(Latent Sementic Controll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

works)을 활용한 연구가 있다[7]. 기존 연구[6]가 가지고 

있던 딥러닝 생성 모델이 랜덤 분포에서 데이터를 생성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 데이터를 Variati

onal AutoEncoder의 잠재공간(Latent Space)로 투 하는 방

법을 사용했다. 통 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97%의 높

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

3. ResNet-VAE 기반 변종 악성코드 패

리 분류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esNet-Variational Aut

oEncoder를 활용한 변종 악성코드 패 리 분류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1) 데이터 수집  처리 단계, (2) 변

이 오토인코더 학습 단계 (3) 특징 추출 단계, (4) 변종 악

성코드 분류 단계로 나 어진다.

3.1 데이터 수집  처리

우선 데이터 수집단계에서는 실험에 사용될 악성코드

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UC Santa Babara Vision Lab

에서 제공하는 악성 코드의 Binary Code를 gray-scale Imag

e로 변환시켜  데이터를 사용했다[3]. Malimg Dataset은 

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다[8, 9, 10]. Malimg Dataset에 다양한 신호처리  이미지 

처리기술 외에도 딥러닝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분류를 수

행한다. 

gray-scale Image생성 단계에서는 gray-scale Convertor를 

이용해 악성 코드의 Binary Code를 8비트 단 로 나눠 gra

y-scale Image로 변경해 다. 본 연구에서는 사 에 gray-s

cale Convertor로 변환된 이미지를 사용하 다. 

gray-scale Image 처리 단계에서는 악성코드의 요  

정보는 보존하면서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해 다. 본 연구에서는  요 

정보의 손실을 막으면서 악성코드 이미지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보존하기 해 Interpolation 방법을 사용했다. 

Interpolation이란 일반 으로 디지털  는 회 과 

같은 공간 변환 작업 수행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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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ilinear Interpolation을 용한 이미지 처리

(Figure 2) Image preprocessing with bilinear 

interpolation

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많은 이미지 처리 응용 로

그램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Bilinear Interpolation이다[11]. 

본 연구에서는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해 이미지 데

이터 처리를 통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했다. 그림 2

와 같이 Bi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악성코드의 요 정

보를 보존하면서 Deep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습 데

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었다.

한 Variational AutoEncoder 학습 단계에서 이 학습

을 해 데이터의 채 수를 3으로 변경시켰으며 크기를 

(224, 224)로 변형해 주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의 형상

은 3차원의 224 x 224인 (3, 224, 224)가 된다.

3.2 변이 오토인코더 학습 단계

3.2.1 변이 오토인코더

Variational AutoEncoder(VAE)란 latent vector z로부터 

입력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이다[2]. 

(그림 3)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습과정

(Figure 3) Learning process of Variational AutoEncoder

그림 3은 Variational AutoEncoder의 데이터 생성 과정

을 나타낸다. 의미론 으로 가까운 샘 을 생성할 수 있

는 벡터를 정의하고 z를 생성할 수 있는 이상 인 샘

링 함수  를 정의한다. 그리고 학습을 해 를 

given으로 주어 벡터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습

을 통해 훈련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하는 변형된 데이터

를 생성할 수 있었다. 학습이 완료된 Variational AutoEnco

der 모델의 벡터를 통해 훈련 데이터의 주요 특징 정보

를 추출할 수 있었다.

3.2.2 이 학습

통 인 기계 학습 방법론의 가정은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동일한 도메인에서 가져와 입력 특성 

공간과 데이터 분포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실제 기계 학습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의 비용 문제와 수

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도메인

에서보다 쉽게 획득 할 수 있는 데이터로 훈련 된 고성능 

학습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론을 이 학습이

라고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ImageNet Dataset으로 사 학습된 ResN

et-152 모델의 라미터를 Variational AutoEncoder의 Enco

der Network로 이하는 이 학습을 수행한다. 

3.2.3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

본 연구에서는 Variational AutoEncoder의 Encoder Netw

ork에서 Imagenet Data로 사  학습된 ResNet-152모델 

라미터를 이하는 이 학습과 Decoder Network에서 De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는 ResNet-Variational AutoEnco

der 모델을 구축하 다.

(그림 4) 잔차 블럭

(Figure 4) Residual block

ResNet은 2015년 The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

gnition Challenge(ILSVRC)에서 우승한 모델로 기존 22개

의 layer로 우승한 모델보다 약 7배 많은 152개의 lay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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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에 사용된 악성코드 데이터

(Figure 5) Malware data used in the experiment 

쌓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는 ResNet의 학습 방식이다[10]. ResNet 모델은 

 ＝ 함수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 를 최소화 하는 것은  

   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과 같은데   

를 잔차(Residual)라고 한다. ResNet은 Residual을 최소화

시키는 학습을 통해 152개의 깊은 이어를 쌓을 수 있었

고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13]. 

본 연구에서는 Variational AutoEncoder의 Encoder Netw

ork에서 사  학습된 ResNet-152 모델의 학습 라미터를 

이하여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

켰으며 훈련 과정에서 효율성도 증가시켰다. Decoder Netw

ork에서는 De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해 학습 데이터의 공

간 정보를 잘 보존하면서 복원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3.3 특징 추출 단계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의 이 학습을 해 

1-channel gray-scale Image 데이터를 3-channel gray-scale 

Image 데이터로 변환해주었다.

ResNet-VAE모델의 학습 후 악성코드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기 한 방법으로 사  학습된 ResNet-VAE 모델

의 Encoder Network를 활용한다. 악성코드 패 리 분류를 

원하는 데이터를 Encoder Network에 통과시켜 악성코드 

패 리별 요 특징값을 추출 할 수 있었다.

3.4 변종 악성코드 분류 단계

마지막으로 변종 악성코드 분류를 해 앙상블 Stackin

g Classifier를 구성하 다. RandomForest Classifier, Voting 

Classifier, Bagging Classifier, Adaboost Classifier, Gradient 

Boost Classifier, XGBoost Classifier, LightGBM Classifier를 

모두 조합한 Stacking Classifier룰 통해 변종 악성코드 분

류를 한 학습을 수행 할 수 있었다.

4. 실험  평가

4.1 실험 환경  데이터

본 연구의 실험은 Google Colaboratory 환경에서 진행

되었다. Google Colaboratory는 Google Research에서 제공

하는 제품으로 웹 라우  환경에서 구나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다[14].

본 연구에서는 Colab에서 제공하는 Tesla V100 GPU와 

25.51GB의 고용량 RAM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하 다. 

OS는 Ubuntu 18.04.5 LTS를 사용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해 UC Santa Babara Visi

on Lab에서 제공하는 Malimg Dataset을 사용하 다. 

그림 5은 실험에 사용된 악성코드 데이터를 나타낸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9,339개의 악성코드 데이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25개의 악성코드 패 리 클래스 정보를 갖는

다. 수집한 데이터는 클래스별 수집된 샘 의 수가 다른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갖고 있다.

4.2 데이터 처리

처리 단계에서는 두 가지 처리를 수행했다. 우선 

원본 이미지의 맥락정보는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크기를  

조정하기 한 처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Interpol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한 ResNet-VAE의 Encoder Network 이학습을 해 

채 수를 조정해 주었다. 처리 결과 3-channel gray-scale 

Image data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에 사용되는 

Malimg 데이터는 Interpolation과 3-channel 변환을 

거쳐 (3, 224, 224)의 형상을 갖게 된다. 한편 연산을 

해 gray-scale Image 데이터의 값을 Tensor로 변환해 주었

다. Tensor Scaling을 통해 각각의 픽셀 Tensor 값의 범

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scaling 하 다.

4.3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ResNet-VAE를 활용한 변종 악성코

드 특징 추출을 해 9,339개의 데이터를 7,471개의 훈

련 데이터셋과 1,868개의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눠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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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ecall
F1-score

(weighted avg)
Accuracy

ResNet-VAE＋SVC 97.54 97.54 97.54 97.54%

ResNet-VAE＋RandomForest 98.58 98.45 98.49 98.45%

ResNet-VAE＋XGBoost 98.74 98.61 98.63 98.61%

ResNet-VAE＋LightGBM 98.68 98.55 98.57 98.55%

ResNet-VAE＋Stacking 98.79 98.66 98.68 98.66%

(표 1) 변종악성코드 패 리 분류기별 precision, recall,  F1-score, Accuracy

다.이 게 8  2의 비율로 나눠진 데이터를 통해 

ResNet-VAE를 학습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ResNet-VAE를 학습 과정에서 오버피 을 방지하기 

해 Train Loss와 Test Loss를 비교해가며 모델을 학습시켰

다. 그림 6은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의 Epoch별 Tr

ain Loss, Test Loss를 출력한 그래 이다. 그Variational Au

toEncoder 모델은 Generative Model의 특성상 학습 반에

는 Test Loss값이 발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40 Epoch을 

기 으로 학습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st Image Data를 제공한 뒤 Reconstruction되는 Data를 

확인해본 결과 그림 7과 같이 학습 데이터의 특징을 갖으

면서 조 은 변형된 새로운 악성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변종 악성코드 특징 추출

악성코드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  학습

된 ResNet-VAE 모델의 Encoder Network를 활용하 다. V

ariational AutoEncoder의 Encoder Network는 학습 과정에

서 학습 데이터의 잠재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하여 기존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갖으면서 조 은 변

형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학습 데이터를 Encoder Network에 통과시켜 256개의  

Feature를 갖는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었다.

4.5 변종 악성코드 분류

분류 단계에서는 9,339개의 악성코드 데이터를 6  2

 2의 비율로 나눠주었다. 따라서 훈련 데이터로는 5,603

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검증 데이터 1,868개와 테스

트 데이터 1,868가 각각 모델 검증과 최종 결과 테스트에 

사용되었다.

변종 악성코드 분류를 한 방법으로 sklearn에서 제공

하는 SVC, RandomForest, XGBoost,  LightGBM, Stacking 

Classifier 등 다양한 분류기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 다. 

ResNet-VAE+SVC, ResNet-VAE+RandomForestm ResNet-VAE_ 

XGBoost, ResNet-VAE+LightGBM, ResNet-VAE+Stacking 

등 학습된 ResNet-VAE의 Encoder Network로부터 추출한 

Feature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종 악성코드를 SVM 분류기

와 앙상블 분류기를 사용하여 분류하 다. 표 1은 분류기

별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ResNet-VAE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의 손실값

(Figure 6) ResNet-VAE Train, Test Loss

(그림 7) 이 학습에 사용된 모델의 복원값

(Figure 7) Reconstuction result of the model used 

for transf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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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VC의 ROC 곡선

(Figure 8) ROC curve of SVC to multi-class 

Malimg Classification

(그림 9) RandomForest의 ROC 곡선

(Figure 9) ROC curve of RandomForest to 

multi-class Malimg Classification

(그림 10) XGBoost의 ROC 곡선 

(Figure 10) ROC curve of XGBoost to multi-class 

Malimg Classification

(그림 11) LightGBM의 ROC 곡선 

(Figure 11) ROC curve of LightGBM to multi-class 

Malimg Classification

(그림 12) Stacking의 ROC 곡선

(Figure 12) ROC curve of Stacking to multi-class 

Malimg Classification

4.6 평가

변종 악성코드 분류 정확도  평가를 해 각각의 분

류기에 한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등의 지

표를 살펴보았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경우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로 F1-score와 

ROC curve 등을 사용했다.

F1-score란 Precision과 Recall값의 가 평균이다. 따라

서 F1-score는 양성(False Positive)과 음성(False Negati

ve)를 고려한다. 수집한 데이터의 클래스가 불균형한 경

우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Accuracy보다 유용한 지표

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ROC curve란 분류문제에서 모델

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ROC는 확률 곡선을 나타내며 확

률 곡선 아래 역을 나타내는 AUC는 분류의 정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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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악성코드의 경우 클래스 불

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F1-score와 ROC curve를 통해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 다.

   
 

  


  


    

 

표 1의 평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esNet-VAE+

Stacking 모형의 경우 98.66%의 Accuracy와 98.68의 f1-sco

re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분류기인 

SVM 모형부터 RandomForest, XGBoost, LightGBM에 이

르는 앙상블 모형까지 살펴본 결과 선형 모형보다는 앙

상블 모형의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RandomForest Classifier, Voting Classifier, Bagging Classif

ier, Adaboost Classifier, Gradient Boost Classifier, XGBoost 

Classifier, LightGBM Classifier를 모두 조합한 Stacking Cla

ssifier는 Accuracy 뿐만아니라 F1-score에서도 조  더 나

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한편그림8, 9, 10, 11, 12, 13는 

각각의 분류기에 한 ROC curve 지표를 나타낸다. ROC 

곡선을 살펴본 결과 Stacking Classifier가 변종 악성코드

를 가장 잘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악성코드 분석 문가에 의한 통 인 

특징 기반 악성코드 분류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ResNet-Variational AutoEncoder기반 변종 악성코드 분

류 방법을 제안하 다.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습 과

정에서 변종 악성코드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Ima

geNet data로 사  학습 된 ResNet-152모델의 라미터를 

Encoder Network로 이하여 Variational AutoEncoder의 학

습 성능 향상과 학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

다. 변종 악성코드 분류를 해 Encoder Network로 악성

코드의 요 특징을 추출하고 Stacking Classifier를 학습

한 결과 98.66%의 Accuracy와 98.68의 F1-Score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악성코드의 주요 분석 방법인 S

tatic Analysis만을 사용했기에 실제 악성코드 동작 환경에

서는 악성코드의 모든 행 를 탐지  분류할 수 없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Sandbox 환경에

서 악성코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Static Analysis 

모델의 학습과 연계하는 Hybrid Method를 수행할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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