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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Clas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and 

Binary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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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악성코드 제작 시, 기존 코드의 재사용, 악성코드 제작 도구의 발  등의 이유로 인해, 악성코

드 변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악성코드의 변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하는 것이 요

해지고 있다. 기존의 악성코드 분류는 바이 리 일 내 특정 바이트 순열 포함 여부를 이용하 으나 이

러한 시그니처 기반 악성코드 분류는 변종 악성코드를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악성코드 

변종을 보다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기 한 이미지 기반 악성코드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악성코드 분류를 

해, 악성코드 바이 리로부터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바이 리의 각 바이트의 값을 좌표로 

이용하며, 2 바이트 데이터를 <x, y> 좌표로 응시켜, 이미지에서 각 좌표에 해당되는 픽셀의 값을 증가

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이미지 특징정보를 기계학습에 활용한다. 악성코드 분류에 사용된 기계학

습 알고리즘은 random forest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며, 각각의 분류 기법을 10868개의 악성

코드 샘 에 실험한 결과, 각각 98.9%, 97.1%의 높은 정확도로 악성코드를 분류하 다.

키워드: 컴퓨터 보안, 악성코드 분류, 특징정보 추출, 기계학습

Abstract The number of variants of malware is rapidly increasing. This can be attributed to 

reasons such as reuse of existing code and evolution of malware generation tool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ssify variants of malware accurately and quickly. The current malware classification 

system used whether binary file includes certain byte sequence in itself but these signature based 

malware classifications has difficulties in classifying variants of malware.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for classifying variants of malware. To classify variants of malware, it creates a fixed size 

image from malware binary file. The value of each byte of the binary is used as a coordinate and the 

two byte data is associated with the <x, y> coordinates, and the value of the pixel corresponding to 

each coordinate in the image is increased. The image feature information generated in this way is 

utilized for machine learning. The machine learning methods used in malware classification are random 

fores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the experiments of each classification method on 10868 

malware samples resulted with high accuracy of 98.9% and 97.1% respectively.

Keywords: computer security, malware classification, feature extraction,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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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악성코드 변종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악성

코드 분류에 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Symantec의 보고[1]에 따르면, 악성코드 변종의 수는 

2014년 317 백만 개에서 2015년 431 백만 개로 36% 증

가하 다. 변종의 수는 증가하 으나 Sonic Wall의 보고

[2]에 따르면, 수집된 악성코드의 종류는 64 백만 개에서 

60 백만 개로 6.25% 감소하 다. 악성코드의 종류는 감

소하는 추세이나 악성코드의 변종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정확한 악성코드 분류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악성코드의 분류는 기본 으로 악성코드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일 패 리 내의 악성코드들은 사용

하는 라이 러리, 컴 일러 등의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

에 높은 유사도를 갖는다. 특히 라이 러리나 함수의 재

사용은 바이 리 간 높은 유사도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바이 리들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한 방

법을 제안한다. 각 바이 리에 해당하는 고정된 크기()

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특징정보로 이용하여 

악성코드들을 분류한다.

2. 련 연구

한양 학교의 한경수[3]는 악성코드 기계어 코드에서 

베이직 블록의 코드 시 스를 (X, Y, R, G, B) 값으로 

해시화 하여 그림 1과 같은 이미지 매트릭스를 생성하

다. 이미지 매트릭스의 유사도에 기반을 둔 악성코드 

분류 모델을 제안하 다.

부산 학교의 석선희[4]는 악성코드 바이 리에서 각 

바이트를 8-bit gray-scale 이미지의 한 픽셀로 변환하

여 그림 2와 같은 특징정보를 생성하 다. 생성된 이미

그림 1 (X, Y, R, G, B) 해시를 사용한 특징정보

Fig. 1 Feature using hash->(X, Y, R, G, B)

그림 2 각 바이트를 gray scale로 변환한 특징정보

Fig. 2 Feature that converts each byte to a gray scale

그림 3 각 바이트를 gray scale로 변환한 특징정보

Fig. 3 Feature that converts each byte to a gray scale

지 특징정보를 이미지 인식에 쓰이는 딥러닝 알고리즘

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용하여 

악성코드를 분류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의 L. Nataraj[5]은 [4]와 동

일한 방식으로 악성코드 바이 리에서 각 바이트를 

8-bit gray-scale 이미지의 한 픽셀로 변환하여 그림 3과 

같은 이미지 특징정보를 생성하 다. 이미지 특성 인식

에 이용되는 GIST 특징 분석[6,7]을 이미지 특징정보에 

용하여 악성코드들을 분류하 다.

제시된 련 연구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가

변  크기의 특징정보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용이하고 고정된 크기의 특징정보를 

사용한다.

3. 이미지 생성

악성코드 바이 리에 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해 

바이 리의 1 바이트 데이터를 좌표로 사용하며, 2 바이

트를<x, y> 좌표에 응시킨다. 1 바이트씩 이동하여 

얻은 각각의 좌표에 해당하는 곳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를 들어 바이 리의 바이트 시 스 <00 00 01 00 

00>에 해 <00, 00>, <00, 01>, <01, 00>, <00, 00>

의 좌표들을 얻을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2 차원 데

이터를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1)

출력되는 이미지의 형식은 24 비트 비트맵을 사용했

다. 이 형식은 각 24 비트가 하나의 픽셀에 1  1로 

응되고, 데이터 손실이 없어 출력과 재사용에 용이하

기 때문이다. 일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는 그

림 4와 같다. 이미지화에 사용된 일은 좌측부터 텍스

트(txt),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wav), 비디오(mkv),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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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 종류별 시각화 결과

Fig. 4 Binary visualization results by file type

호화된 압축 일(zip)이다. 그림에 사용된 이미지는 각 

픽셀의 값을 증폭 후 흑백으로 변환한 것이다. 99% 이

상의 픽셀이 8 비트 미만의 매우 작은 blue 채 만의 

값을 가져,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일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텍스트 일의 경우, 아스키 코드 범  

이내에 모든 데이터가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디오 일의 경우, 인 한 데이터들은 값의 차이가 크

지 않기 때문에 y=x 그래 의 형태로 데이터가 분포한

다. 암호화된 압축 일의 경우, 데이터가 매우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데이터 선정

악성코드 패 리 분류 실험을 진행하기 한 데이터

는 Microsoft Malware Classification Challenge[8]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학습용 데이터는 9개의 악성코드 

패 리, 체 10868 개의 악성코드 샘 을 포함하고 있

다. 각 악성코드 패 리와 그 수는 표 1과 같다.

시험용 데이터는 총 10873 개의 악성코드 샘 을 제

공하며 패 리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패 리 

정보가 없는 시험용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 다. 한 Microsoft Malware 

Classification Challenge의 악성코드 샘 에 한 시각

화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패 리 별 이미지화 결과를 

통해, 동일 패 리 내 이미지 간 유사한 패턴이 측되

며 다른 패 리 간의 이미지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학습용 데이터 내 악성코드 패 리별 악성코드 수

Table 1 Number of malwares according to malware family 

in learning data

Family name Quantity

Ramnit 1541

Lollipop 2478

Kelihos_ver3 2942

Vundo 475

Simda 42

Tracur 751

Kelihos_ver1 398

Obfuscator.ACY 1228

Gatak 1013

그림 5 악성코드 패 리별 바이 리 시각화 결과

Fig. 5 Binary visualization results by malware family

5. 실험 방식

실험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 다. 기계학습에서 

표 인 분류 기법인 random forest와 딥러닝  표  

이미지 인식 기법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사용했다. Random forest는 Weka를, CNN은 Keras

를 이용하여 분류 실험을 진행하 다.Random forest를 

이용한 분류 실험은 256 × 256 행렬을 1 × 65536 형태

의 특징정보 벡터로 변환하여 진행하 다. 검증 방식은 

10-fold cross-validation을 사용하 다. 실험 스키마는 

weka.classifiers.trees.RandomForest -P 100 -I 100 

-num-slots 1 -K 0 -M 1.0 -V 0.001 -S 1 이

다.CNN을 이용한 분류 실험은 이미지를 세 개의 채

(Red, Green, Blue)로 분리하여 진행했으며, 신경망 구

성은 그림 6과 같다. CNN을 이용한 실험 한 10-fold 

cross-validation을 사용하 다. 학습용 데이터 내 악성

코드 패 리별 악성코드 수는 표 1과 같다.

6. 실험 결과

그림 7에는 특징정보 크기 축소 결과가 나타나있고, 

성능 실험 결과는 표 2, 그림 8, 9, 10에 나타나있다. 성

능 측정을 해 분류 정확도와 Kappa statistics를 사용

하 다. 분류 정확도는 체 악성코드 샘 에 해 정확

히 분류한 샘 의 개수의 비율이다. Kappa statistic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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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NN 모델 구성

Fig. 6 CNN model configuration

표 2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 result

Random forest CNN

Correct 10547(97.05%) 10753(98.94%)

Incorrect 321(2.95%) 115(1.06)

Kappa statistic 0.9642 0.9871

Total number 10868

2 인의 평가자에 의한 분류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본 실험에서 2 개의 분류 결과는 각각 실제 패

리의 값과 측한 패 리의 값이다. Kappa statistics

는 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

표 2에서 random forest 기법과 CNN 기법 모두 분

류 정확도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와 10은 

각 기법에 한 confusion matrix이다. confusion matrix

에서 각 이블의 패 리명은 표 1의 순서와 같다(a = 

Ramnit, ..., i = Gatak).Random forest 기법은 학습 데

이터의 수가 부족한 e(=Simda) 패 리에 해 매우 낮

은 정확도를 보인다. 총 42 개의 악성코드  2 개를 

정확히 분류했다. 반면 CNN 기법은 e(=Simda) 패 리

에 해서도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 다.

실험에 사용한 특징정보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

문에 연산에 필요한 자원이 크다. 따라서 특징정보의 크

기를 그림 7과 같이 축소하며, 추가 인 실험을 수행하

그림 7 특징정보 크기 축소 결과, , , , 

Fig. 7 Feature size reduction, , , , 

그림 8 각 기법의 패 리별 분류 정확도

Fig. 8 Classification accuracy of each technique

그림 9 Random forest의 confusion matrix

Fig. 9 Confusion matrix of random forest

다. 기존   크기의 특징정보를  ,  ,  ,  , 

  크기로 축소하 다. 크기 축소 시, 기존 역의 값들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를 들어 크기를 

두 배로 축소할 경우,   역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역에 할당한다.

특징정보의 크기를 축소하여 수행한 실험의 결과는 그

림 11, 그림 12와 같다. 모든 결과에서 Random forest와 

CNN이 반 의 경향을 나타낸다. Random forest는 특징

정보의 크기가 클수록 분류 정확도와 Kappa statistics 

수치가 하되었고, 반 로 CNN은 특징정보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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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NN의 confusion matrix

Fig. 10 Confusion matrix of CNN

그림 11 특징정보 크기별 분류 정확도

Fig. 11 Classification accuracy according to feature size

그림 12 특징정보 크기별 Kappa statictics

Fig. 12 Kappa statistics according to feature size

클수록 분류 정확도와 Kappa statistics 수치가 상승하

다. 한, random forest는 특징정보의 크기에 따른 결과

의 변동 폭이 CNN에 비해 매우 작다.

7. 결론  향후 연구

악성코드 시각화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존의 악성코

드 분류 연구에 비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용이한 특징정

보를 제안하 다. 이러한 특징은 악성코드 시각화는 악

성코드 분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제안한 특징정보를 활용하여, random forest와 CNN 

모두 0.98 이상의 정확도로 악성코드를 분류하 다. 그

러나 Random forest 사용 시, 특징정보의 크기가 클수

록 분류 정확도가 하락하는 문제와 CNN 사용 시, 특징

정보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류 정확도가 격히 하락하

는 문제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 이에 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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