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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바이스 간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디바이스 간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의 능력을 모니터링하는 능력 모니터링부,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행위 모니터링부, 상기 모니터링한 능력과 행위를 형식 언어 문서로 생성하는

mBDL 생성부, 및 상기 형식 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어플리케이션의 능력을 모니터링하는 능력 모니터링부;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행위 모니터링부;

상기 모니터링한 능력과 행위를 형식 언어 문서로 생성하는 mBDL 생성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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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형식 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능력은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은 파일, 네트워크, 메모리, 프로세스 중 하나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

는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행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디바이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에 대한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의 컴포넌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형식 언어 문서는 XML을 사용하여 생성된 문서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mBDL 생성부에서 생성한 형식 언어 문서를 다른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네트워크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

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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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

상기 모니터링한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를 형식 언어 문서로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한 형식 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

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능력은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은 파일, 네트워크, 메모리, 프로세스 중 하나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

는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행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디바이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에 대한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의 컴포넌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형식 언어 문서는 XML을 사용하여 생성된 문서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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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한 형식 언어 문서를 다른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5.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생성된 형식 언어 문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정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능력은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은 파일, 네트워크, 메모리, 프로세스 중 하나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

는 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행위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디바이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에 대한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의 컴포넌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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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어플리케이션의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디바이스 간에 악성 어플리케이

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행위 프로파일링/모니터링 엔진/어플리케이션(behavior profiling/monitoring engine/application, 통상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 불림)은 실행시의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기록한다. 행위 기반(behavior based)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악의적 어플리케이션을 감지한다. 훌 시큐리티

(WholeSecurity), 피냔 소프트웨어(Finjan Software), 프루프포인트(Prooffpoint) 등은 행위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

사들이다. 이들 솔루션들은 대수적인 산출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세스가 악의적인지 판단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

의 행위를 블로킹하는 엔진을 제공하거나, 또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인공 지능 기법을 통해 악의적 어플리케

이션을 막고 있다.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명시하는 언어로 AVDL(Application vulnerability description language),

EVDL(Enterprise vulnerability description), OVAL(Open Vulnerability and Assessment Language) 등이 존재한다.

AVDL은 네트워크에 드러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적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표준을 제공한다. AVDL은

HTTP를 통상의 통신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이/프록시 간의 취약성과 공격을 제시하고 있다. EVDL

은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성을 나타내기 위해 공개된 데이터 포맷을 생성한다. 또한 EVDL은 보안 마크업 언어

(Security markup language)로, 초기의 위험과 리스크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OVAL은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성과

설정 이슈를 결정하는 언어이다. OVAL은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성과 설정 여부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를 제공하는 국제

적 정보 보안 커뮤니티 기반 스탠다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컴퓨팅 시스템은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각기 다른 바이러

스 서명/패치에 대한 포맷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벤더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바이러스/멀웨어

(malware)는 각기 다른 플랫폼의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취약점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공격을 한다. 취약점

(Vulnerability)은 운영체계 또는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해 노출된 보안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벤더들 간의 이종성,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 등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

요하다.

AVDL은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의 스택 또는 컴포넌트의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체

계 타입, 버전, 어플리케이션 서버 타입, 웹서버 타입, 데이터베이스 타입 등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디렉토리 구조, HTML

구조, 합법적 진입 포인트, 합법적 대응 파라메터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EVDL 스키마는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methdata),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류인 프로파일(profile), 그리고 소스 코드 분석 취약점 정보를 포함하는 분석

(analysis),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감지하는 감지(detect), 그리고 실행중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보호(Protect)와 같

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의 언어들은 알려진 취약점들을 여러 운영 체계와 플래폼 독립적인 형태로 공유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러나, 이들 언어들에 대한 표준화 위원회는 XML 문서 형태로 명시하는 것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와 같은 악의적 소프트웨어(malware)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양과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 1과 같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이에 대한 패치(patch)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 1은 종래의 안티 바이러스의 구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바이러스가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의 알려진 취약점을 공격한

다(1).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은 공격의 특징을 벤더에 리포팅한다(2). 그러면 바이러스 코드가 안티 바이러스 벤더측에

전송된다(3). 안티 바이러스 벤더는 샘플 바이러스 코드를 분석하여 패치 또는 서명을 생성한다. 한편 (3)의 작업을 수행하

면서, 벤더는 알려진 취약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3').

안티바이러스 벤더는 패치 또는 서명을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송신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안티바이러스 서명을 업데이

트 하도록 한다(4). 또한, 전술한 AVDL, EVDL, OVAL에 기반을 둔 문서를 생성한다(4'). 그리고 사용자 컴퓨터는 안티 바

이러스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인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악의적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막는다(5).

도 2는 생성된 문서가 알려진 취약점을 막는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악성 소프트웨어/바이러스가 인증된 어플리

케이션의 알려진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클라이언트 2는 CVE(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

데이터 베이스에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질의할 수 있다. 질의 결과 AVDL/OVAL/EVDL로 생성된 문서를 수신하고, 이를

클라이언트 1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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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 1, 2에서 살펴본 AVDL, OVAL, EVDL과 같은 xml 문서로 작성된 취약점은 "알려진" 취약점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악의적인 "행위"를 명시하는데 부족하다. 즉 '제로-시간 보호'가 어려운데, 이는 특정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스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을 바로 블로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취약점 명세어(vulnerability description

language)들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취약점을 공유함에 있어서도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공격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악성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막는 것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전의 명세어들은 취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하지 못한다. 또한 생성된 XML 문서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정확한

취약점을 명시하는데 있어 크기가 방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교환하고 공유하고 파싱함에 있어서 네

트워크의 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컴퓨팅 파워와 적은 리소스에 비추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

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서로 인증하여 신뢰하는 디바이스간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의 능력을 모니터링하는

능력 모니터링부,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행위 모니터링부, 상기 모니터링한 능력과 행위를 형식 언어 문서

로 생성하는 mBDL 생성부, 및 상기 형식 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를 모니터

링 하는 단계, 상기 모니터링한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를 형식 언어 문서로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한 형식

언어 문서를 사용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를 모니

터링 한 결과 생성된 형식 언어 문서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기 어플리케

이션의 능력 또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한 정보에 따라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디바이스 간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사용하는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또는 처리 흐름도에 대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처리 흐름도 도면들의

각 블록과 흐름도 도면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

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

스트럭션들이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

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는 컴퓨

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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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

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

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은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

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에서 언급된 기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

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명세서에서 악성 코드라 함은 악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malware)를 의미한다. 바이러스, 해킹 프로그램, 스파이웨

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악의적 기능이란 디바이스의 성능을 감소시키거나 데이터를 삭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유출시키

는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팅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의 시스템(500)은 통상의 컴퓨터 시

스템, 노트북 외에도 휴대폰, MP3 플레이어, PDA, PMP 와 같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

하다. 도 3에는 미도시되었으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성, 예를 들어, CPU, RAM, ROM, 캐쉬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라이브러리/드라이버/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200)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또는 하드웨어의 형태로 구현

가능하다. 시스템(500)내의 신뢰받는 어플리케이션(110)은 컨텐트를 다운로드한다. 이때, 다운로드한 컨텐츠가 인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거나 또는 악의적 어플리케이션(120)인 경우에,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200)은 이를 감시하여

리포팅을 수행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을 블로킹할 수 있다.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200)의 자세한 실행 과정은

후술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관리부(160)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거나, 다른 벤더 또는 다른 디바이스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송신하거

나 행위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수신하도록 한다. 운영체계(150)는 시스템(500)의 운영을 책임지며, 통상의 컴퓨터 시

스템의 운영체계 외에도 임베디드 OS(Embeded OS), RTOS(Real-Time OS)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시스템에는 입력/출력 기능이 부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500)의 특징과 주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 3에서 시스템(500)에는 인증되지않은 악성 어플리케이션(120)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200)은 악성 어플리케이션(120)의 메소드(method)의 런타임시의 행위를 모니터한다. 어플리케이션의 런타임시의 행위

는 mBDL 포맷으로 문서화 되는데, mBDL 포맷은 XML 기반 템플릿 언어이다. mBDL(malicious behavior description

language)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명시한다. 주요 구성 요소는 도 4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행위 문서를 명시하는 xml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악성 행위(mal behavior)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능력(capability)와 행위(behavior)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명

세어(Mal Behavior Description Language, MBDL)은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능력(Capability)(700)와 행위

(Behavior)(760)으로 구성된다.

능력 구성 요소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능력에 대해 명시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프로세스 또는 쓰레드를 생성

하거나 삭제하는지 여부등을 명시한다. 능력 구성 요소(700)는 크게 파일 액세스(710), 네트워크(720), 메모리(730), 프로

세스/쓰레드(740)로 구성된다. 파일 액세스(710)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삭제, 읽거나 쓰거나 또는 실행하는 등, 특정 어플

리케이션이 파일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A라는 파일을 읽어들이고 B라

는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명시할 수 있다.

네트워크(720)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통신 기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통신 포트

를 사용할 것인지(COM, 병렬, IrDA), 또는 무선 통신 방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등을 명시한다. 또한 통신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Listen/Send/Receive/Connect)등을 수행하는지 여부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10936포트를 사용하며, 이 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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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730)에서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다시 복구시키는 명령어(malloc/realloc/alloca/calloc/heapmin/free)가 어플리케

이션에 의해 수행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그리고 프로세스/쓰레드(740)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오픈하거나 종료, 중첩

시키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어플리케이션이 수행한다면, 이를

명시할 수 있다. 능력 구성요소(700)는 디바이스의 리소스(자원, resource)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접근 여부 또는 사용,

제어 여부를 나타낸다.

한편 행위(behavior)(760) 구성 요소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준다. 실행시간(run time)동

안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명시하는데,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중에 수행하는 액션 또는 이벤트 등을 명시한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컴포넌트(77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780), 이벤트 플로우(790) 등이 있다. 컴포넌트(770)는 다시 하

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컴포넌트(770)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의 실행 행위를 명시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780)는 다시 실질적인 이벤트 흐름(790)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하드웨

어 또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벤트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를 제시한다. 이벤트 플로우(790)는 악성 코드들이 실행시

간동안 어떤 실질적인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를 명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4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능력(capability)과 행위(behavior)를 명시하는데 필요

한 데이터 유닛(800)을 정의한 것이다.

첫번째 필드(810)는 프로파일에 대한 식별자로, 이는 랜덤하게 생성될 수 있다. 두번째 필드(820)는 프로파일의 타입으로,

능력(capability)를 명시하는 것인지, 또는 행위(behavior)를 명시하는 것인지를 표현한다. 일 실시예로 1 비트를 할당하

여 0인 경우 능력을 명시하고 1인 경우 행위를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 세번째 필드(830)는 능력 또는 행위에 따라 상세하

게 명시한 문서이다. 도 5에서는 XML 문서를 채택함을 알 수 있다. 통상의 형식 언어(formal language)에서 현재 가장 많

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XML 문서를 채택하였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BDL을 생성하고 두 디바이스간에 서로 교환하는 방법과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예이

다.

도 6의 컴퓨팅 디바이스들은 일 실시예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노트북, PDA, 휴대폰 등 여러 디바이스에도 적용 가능하다.

도 6에서 컴퓨팅 디바이스1(901)과 컴퓨팅 디바이스2(902)는 서로 인증 과정을 거친 믿을 수 있는 디바이스이다. 인증 과

정의 예로 TCG 기술(Trusted Computing Group)을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다.

컴퓨팅 디바이스 2(902)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mBDL 문서를 생성한다(S110). 두 개의

mBDL 문서가 생성될 수 있는데, 능력 프로파일과 행위 프로파일이다. 우선 컴퓨팅 디바이스 2(902)는 능력 프로파일을

생성하여(S112) 이를 컴퓨팅 디바이스 1(901)에 송신하고 공유한다(S114). 능력 프로파일에서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플랫폼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른 컴퓨팅 디바이스에 매우 중요하다. 능력

프로파일의 구성은 도 5에 제시된 포맷을 따를 수 있다. 능력 프로파일의 일 실시예로 프로세스 식별자(810)과 프로파일

타입(능력 프로파일의 경우 0)을 설정하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능력(malcap)을 명시한 xml 문서로 구성된다. xml 문서

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컴퓨팅 디바이스 1(901)은 수신한 능력 프로파일에 대해 ACK를 송신한다(S120). 그리고 컴퓨팅 디바이스 1(901)은 수신

한 능력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mBDL 문서를 파싱하여 정책 테이블 또는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파싱한다(S122).

한편, 정책 테이블 또는 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파싱한 결과가 다를 경우, 컴퓨팅 디바이스 1(901)은 이의를 제기하

여 컴퓨팅 디바이스 2(902)에게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중지시킬 것을 알릴 수 있다(S124). 이는 해당 프로파일 식별자를

포함하는 데이터 유닛을 송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컴퓨팅 디바이스 1(901)으로부터 응답을 수신하면 컴퓨팅 디바이스 2(902)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프로파일을 송신

한다(S130). 송신할 행위 프로파일은 도 5의 데이터 유닛의 구성을 따를 수 있다. xml 문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컴퓨팅 디바이스 1(901)은 수신 결과 ACK를 송신한다(S140). 그리고 내부의 툴을 사용하여 수신한 행위 프로파일

을 평가한다(S142).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수의 디바이스 간에 mBDL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컴퓨팅 파워가 큰 디바이스(910)는 다른 디바이스들(904, 906, 908)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는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

웨어가 탑재된다. 그리고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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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성된 mBDL 파일은 다른 디바이스들(904, 906, 908)에게 전송된다. 디바이스들(904, 906, 908)은 컴퓨팅 파워가 높

지 않으므로, 수신한 mBDL 파일을 파싱하는 기능을 갖추거나, 이를 토대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등의

안티 바이러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디바이스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능력과 행위에 대해 명시한 mBDL

문서를 생성하고 문서를 다른 디바이스와 공유하는 것을 통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부'라는 용어, 즉 '~모듈' 또는 '~테이블' 등은 소프트웨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

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

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버들, 펌웨

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

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디바이스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

도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능력 모니터링부(210)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능력(capability, malcap)을 모니터링한다. 어떤 파일을 액세스 하는지, 또

는 어떤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한다. 행위 모니터링부(220)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behavior)

를 모니터링한다. 하드웨어에 따른 행위인지, 소프트웨어에 따른 행위인지 등을 체크한다.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링부

(210, 220)에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mBDL 생성부(230)는 xml 문서를 생성한다. 이 문서는 다른 디바이스와 공유할

수 있다. 제어부(240)는 생성된 xml 문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악성 어플리케이션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모니터링 결과 생성되는 mBDL 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예

이다.

1010은 mBDL의 capability 내부에 들어가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file_access, network, memory, process 들은 전술

한 능력을 명시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1012는 1010에 나열된 요소들에 따라 mBDL 문서를 작성한 예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모니터링 결과 생성되는 mBDL 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1020은 mBDL의 behavior 내부에 들어가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각 HW, SW라는 태그를 사용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022는 1020에 나열된 요소에 따

라 mBDL 문서를 작성한 예이다.

상기의 mBDL을 통해 플랫폼이 다른 벤더 또는 디바이스 간에도 공통된 문서 형식을 통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다. 또한 능력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미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악성 행위를 리

포팅하기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뢰하는 디바이스들 간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파일을 공유할 수 있

으며, 적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디바이스라도 모니터링 기능 또는 xml 파싱 기능만 존재하여도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하지 않아도 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

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이기종, 다른 벤더에서 제작된 디바이스 간에도 악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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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구현함으로써 파싱 기능만을 갖춘 디바이스도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안티 바이러스의 구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생성된 문서가 알려진 취약점을 막는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팅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행위 문서를 명시하는 xml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4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라 능력(capability)과 행위(behavior)를 명시하는데 필요

한 데이터 유닛(800)을 정의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mBDL을 생성하고 두 디바이스간에 서로 교환하는 방법과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예이

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수의 디바이스 간에 mBDL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능력 모니터링 결과 생성되는 mBDL 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예

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행위 모니터링 결과 생성되는 mBDL 문서의 구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행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210: 능력 모니터링부

220: 행위 모니터링부 230: mBDL 생성부

240: 제어부 800: 데이터 유닛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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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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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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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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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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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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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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