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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악성코드 전쟁



*Accenture & Ponemon Ninth Annual Cost of Cybercrime Study 
(including ransomware) 

Accenture 와 Ponemon 컨설팅社에서 조사한
연간 사이버 공격 피해 규모(업체 당)

• 11개국 355개 대표 기업 조사

• 멀웨어 공격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 $2.61M

•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 $0.65M

• 멀웨어, 랜섬웨어 연간 피해액 규모

è $3.26M (한화 약 40억원)

* Source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security/cost-
cybercrime-study

멀웨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 지속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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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
일별 신종 변종 멀웨어

발견수

229
1분 당 신종 변종 멀웨어

발견수

4
1초 당 신종 변종 멀웨어

발견수

§ 2019년 상반기 기준, 약 33,000개의 Emotet 멀웨어 변종이

발견 (2018년 전체, 약 28,000개 발견)

폭발적 증가 추세인 변종 멀웨어들은 기존 방어 체제를 쉽게 무력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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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et :  Banking Trojan(은행 계정 탈취 전용) 일종이며, 현재 다른 멀웨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Trckbot, Ryuk 와 함께 3대 악성 멀웨어로 불려짐.

* Source : Gdata 자료



지금까지 Known Attack 시그니처 기반, Unknown Attack 샌드박스 기반 대응

역학분석
(Dynamic Analysis) 

분류
(Classify)

연구원 분석
(researcher analysis)

시그니처 생성
(Create signature)

시그니처 테스트
(Test signature)

시그니처 업데이트
(Signature added)

샌드박스 분석 결과가 시그니처로 변환되어 보안제품에 업데이트 되기까지 12~24시간 소요
(Best Case 사례)

알려진 위협 시그니처
(Signatures)

격리된 환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을 실행

AV / IDS / IPS

멀웨어 샌드박스
(Sand Box)

이러한 대응 체계는

최근 발견되고 있는

신종, 변종 멀웨어에 대해

§ 비확장적(Non-Scalable)

§ 비효율적(Non-Effective)

으로 운영중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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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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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AI)으로 답을 찾다



Deep Learning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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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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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skyvision.com/425

ILSVRC 대회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대회) 역대 우승 알고리즘들

최초의 CNN 기반 우승

shallow

8 layers

8 layers

19 layers

152 layers

22 layers

• ILSVRC은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의 약자로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 

경진대회

• 이미지 인식과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Deep Learning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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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runch.co.kr/@itschloe1/23

정치인 재연하기

바이두/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딥페이스 - 얼굴인식 색복원

픽셀복원

사진 설명하기

실시간 행동 분석

은하계 사진 생성



Deep Learning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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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컴퓨팅 파워의 발전과 다양하고 많은 빅데이터의 축적은 머신러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함

• 2010년 theano를 시작으로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며 각각 그 특징을 이해하고 사용하면 됨

출처 : https://www.slideshare.net/JunyiSong1/ss-75552936

컴퓨팅 성능 향상 빅데이터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

딥러닝 관련 기술
발전



Deep Learning –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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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estpractice80.tistory.com/2, https://parklize.github.io/machine-deep-learning-for-network-management-an-overview/index.html



Deep Learning –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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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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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oonsupchoi.com/2017/08/08/ai-medicine-4/#prettyPhoto

A biological neuron 

An artificial neuron (perceptron)
- A linear classifier



Deep Learning –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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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sacko.tistory.com/10



Deep Learning –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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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론(Perceptron) 단순한 선형분류기라 XOR 해결 못함
(1969, Marvin Minsky가 증명)

input
가중치

output



Deep Learning – Perceptron & 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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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AND

AND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erceptron_XOR.jpg



Deep Learning – Perceptron & 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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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jinseob2kim.github.io/deep_learning.html

• Hidden Layer의 개수에 따라서 더 많은 구역 분리가 가능해짐을 확인

• MLP(Multi-Layer Perceptron)를 통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짐

• Hidden Layer가 3개 이상이 되면, Deep Neural Network(DNN)이라 하고 딥러닝은 3개이상의 Hidden Layer를 가진 인공망



Deep Learning – Perceptron & 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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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den Layer의 개수에 따라서 더 많은 구역 분리가 가능해짐을 확인

• MLP(Multi-Layer Perceptron)를 통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짐

• Hidden Layer가 3개 이상이 되면, Deep Neural Network(DNN)이라 하고 딥러닝은 3개이상의 Hidden Layer를 가진 인공망

선형 함수 비선형 함수(DNN)

Overfitting / Underfitting



Deep Learning – Gradient D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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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bxlvnf11

• 경사하강법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아가는 방법중 하나로 신경망과 같이 계산해야할 양이 많고 복잡한 수식에서 잘 동작

• 단, 연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전체를 매번 연산하므로 데이터가 커질수록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음



Deep Learning – Forward Propagation, Back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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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sacko.tistory.com/19, http://wiki.hash.kr/index.php/%EC%97%AD%EC%A0%84%ED%8C%8C

• 1974년 하버드 대학원생 폴 웨어보스가 제안, 1986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재발견 (동일한 아이디어 제안)

• 역전파는 계산 그래프로 문제를 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국소적 계산'을 전파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얻는다는 점

• 국소적이란 '자신과 직접 관계된 작은 범위'로 전체와 상관없이 자신과 관계된 정보만으로 결과를 출력 (각 노드 미분 연산)



Deep Learning –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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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ch : 1 Epoch란 전체 데이터를 신경망에 앞뒤로 모두 전달한 경우

• batch size : 한번 배치로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셋 개수

• Iteration : 한번의 Epoch를 완료하기 위해 수행해야할 횟수 (=전체 데이터 개수 / Batch Size)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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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은 합성곱(Convolution) 연산을 사용하는 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한 종류

• Convolution을 사용하면 3차원 데이터의 공간적 정보를 유지하여 다음 Layer로 전달

• 핵심 아이디어는 feature selection이 performance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좋은 feature map을 뽑아주는

convolution filter를 learning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 대표적인 CNN : LeNet(1998), AlexNet(2012)

• CNN 기반의 DNN(Deep Neural Network, 심층신경망) : VGG, GoogLeNet, ResNet 등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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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연결된 은닉층을 Fully-connected Layer 또는 Dense Layer, Affine Layer라고 불림

• 신경망 구조에서 합성곱 계층(Convolution), 풀링 계층(Pooling)이 추가됨

Full-connected

추가된 부분이며, Pooling 레이어는 생략하기도 함



Deep Learning – CNN - (Multi-Layer NN의 문제점)

24

• 이미지를 단순 1차원 배열로 변환하여 FNN(Fully-connected Neural Network) 학습시키는 방법

• Raw data 전체를 하나의 배열로 직접 처리하므로 3차원 이미지가 1차원 데이터로 변환되며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림

• 이미지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미지가 조그만 변경되어도 새로운 학습이 필요함

새로운 학습 필요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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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3차원(세로, 가로, 채널)의 형상을 가지며, 이 형상에는 공간적 구조(spatial structure)를 가짐

•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가까운 픽셀은 값이 비슷하거나, RGB의 각 채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거리가 먼 픽셀끼리는 관련이

없는 등, 이미지 데이터는 3차원 공간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내포 되는데 완전 연결 계층에서 1차원의 데이터로 펼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사라짐

• 합성곱(Convolution)층은 CNN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입력 데이터의 형상을 유지함

• 3차원의으로 이미지를 입력층에 입력받고, 3차원 데이터로 출력하여 다음 계층(layer)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CNN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처럼 형상을 가지는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 (이미지의 속성과 특징을 유지)

출처: https://excelsior-cjh.tistory.com/180 [EXCELSIOR]

3차원 input
feature map

필터

3차원 output
feature map

3차원 input
feature map필터적용

3차원 output
feature map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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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선을 추출하는 필터가 있다면 연산을 통해서 해당 선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해 줌

• 학습된 필터 사용시 이미 지 구분이 가능해짐

필터

출처 : https://bcho.tistory.com/1149

Vertical edge detection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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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은 특징(높이, 너비)를 갖은 필터(Filter, Kernel)를 일정간격(Stride)으로 이동해가며 입력데이터에 적용

• CNN에서 필터 파라미터가 학습 대상임

• 어떤 특징에 어떤 필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맵이 생성됨

(CNN에서는 특징 추출은 자동으로 처리됨)

Stride

Feature map

Feature map

(색상이 바뀌는 경계선)

(흰색->검은색으로 변하는 덩어리)

(윤곽선)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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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ss outline

Sharpen - black Sharpen - white

출처 : https://setosa.io/ev/image-kernels/



Deep Learning – CNN

29

• Pooling(=sub sampling)은 세로, 가로 방향의 공간을 줄이는 연산을 말하며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행함

• 최대풀링(max pooling)과 평균풀링(average pooling)이 있으며, 최대값과 평균값으로 풀링하는 것을 말함

• Pooling은 1)학습해야 할 매개변수가 없고 2)채널수가 변화지 않고 3)입력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음

• Pooling된 최종 정보는 FC로 전달하여 딥러닝 후 결과값 도출

• size가 96 x 96인 image가 주어져 있고(즉, feature의 수는 96 x 96개), 
• 이를 400개의 filter로 convolution한 size 8x8x400의 convolution layers가 있음
• 각 convolution layer에는 (stride를 1이라 가정하면) (96–8+1)x(96–8+1)=89 x 89=7921개의 feature가 생김
• 이 layer가 400개이니 총 feature의 수는 89x89x400=3,168,400개가 됨
• 이렇게 feature가 많아지면 overfitting의 우려가 발생함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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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은 공간적 구조 정보를 가진 이미지 정보를 자동으로 구성된 필터와 합성곱을 통해서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학습함

• 그리고, Pooling을 통해서 데이터의 오버피팅을 줄이고 다음 필터로 전달하면 패딩후 필터를 통해 합성곱을 수행함을 반복하게 됨

• 최종적으로 나온 정보를 FC를 통해서 딥러닝하면 softmax를 통해서 최종 값을 도출하는 구조로 동작함

AlexNet 네트워크 구조



Deep Learning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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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은 학습방법을 목적과 내용에 따라 동시에 여러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도 가능함



Deep Learning – CNN+ for malwar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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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CNN을 악성코드 분류를 위해서 샘플과 필터를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과연 정확한 악성코드 탐지 및 분류가 가능할까?

지금까지 알려진
악성코드를 모두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Malware Data)

악성코드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했다면?

(Malware detection filters)

데이터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Learning methods)



Deep Learning – BlueHex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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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CNN+)을 기반으로 악성코드

탐지 기술을 구현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악성코드를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음

BlueHexagon Dashboard



Deep Learning – BlueHex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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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악성코드의 세부 기능과 활동을

학습시켜, 악성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악성코드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도 식별할 수 있음

BlueHexagon Dashboard



35

혁신적인 솔루션

BlueHexagon based on DeepLearning



HTTP SMTP SSL

Application Protocol Headers | Payload 

딥러닝 검사(Inspection)
지난 15년간의 수천만건 악성 코드를 신경망에 학습시킴

악성코드 C2C 통신 행위에 대해 학습시킴

어떤 위협 데이터나 시그니처 없이 악성 트래픽을 자동 분류함

è 기존의 솔루션과 같은 다량의 Alert를 제공하지 않음(오탐율 0%) 

Agent-Less 구성, 미러링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Payloads : Executables, Fileless, Documents, Web, Scripts, 

Archives

Headers : 평문 및 암호화된 C2 communication 헤더 점검

Blue Hexagon - 딥러닝 기반 악성코드 위협 대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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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악성코드
(Financial Malwares)

백도어
(Backdoors)

원격 접근 도구
(Remote Access Tools)

Trojan / Spyware랜썸웨어
크립토마이너

(Cryptominer)

99.5%
탐지율

0%
오탐율

125ms
탐지 속도

10Gb/초
탐지 처리량

Blue Hexagon 은 PCSL 제품 성능 테스트에서
타 제품 대비 압도적 수준의 “Perfect results” 결과를 획득하였음

§ PCSL Labs는 McAfee, Karsperky 등의 글로벌 보안 제품의 시험평가 전문 기관
§ Blue Hexagon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위협 악성코드 4만개(실행파일, MS-Office, RTF, PDF 등)와 정상 파일 2백만개를 이용하여 수행함

Blue Hexagon – BMT(악성코드 4만개 + 정상파일 2,000,000개)

Test
Samples



Blue Hexagon – BMT(악성코드 4만개 + 정상파일 2,000,000개)

38

알려진 악성코드 변종들에 대해

정확도가 99.82%로

99.5% 탐지했음을 의미함



NFGW+에는 WannaCry, GandCrab 계열등 다양한 랜섬웨어 및 변종에 대한
180개의 해쉬값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탐지율이 결과와 같이 저조하였음

(시그너처 기반 탐지의 한계)

고객 BMT 사례 : BlueHexagon Vs. NGFW(+SANDBOX/THREAT)

225
사용된

악성코드 개수

45
(20%)  
NGFW+
탐지율

Blue Hexagon
탐지율

225
(100%) 

§ 미국 의료기관인 Pacific Dental Services 에서 총 225개의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Blue Hexagon 및 타사 솔루션(NGFW + 
SandBox/Threat) 과의 성능 비교 테스트 진행

§ 테스트 Day 1 결과에서, Blue Hexagon은 100% Vs. NGFW+ 20% 탐지율 기록
§ 테스트 Day 5 결과에서, NGFW+ 85% 탐지율 기록 (SandBox 결과로 시간은 소요됐지만, 탐지율 상승)



모든 연관 보안제품에 월등히 빠른
보완조치(Mitigation) 지원

< 1 sec
탐지 및 판독 시간

99.89%
탐지 정확도

보안운영팀의 업무 효율성 증대
가능

0.03%
오탐율

Alert 발생량 1/10 수준으로 감소

20G
네트워크 처리량

다량의 파일 및 C2 검사 가능

Blue Hexagon - 빠른 속도 및 높은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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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exagon – On-Premise, Clou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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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