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명/총괄책임자 AI보안연구센터 / 정수환
학생창의자율과제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호 실행의 개선 및 취약점 탐지

참여인력 현황  소속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연구기간 2020  . 08. 01 – 2020  . 10. 31
연구 필요성

o 다수의 대학과 연구실에서 참가하는 취약점 탐지 대회인 Rode0day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19년도 11월 대회에서는 총 206개의 의도된 버그 중 93개(45%) 밖에 탐지하지 못했다.

o 현재 취약점 탐지 기법에 한계가 명확하다. 특정 알고리즘이나 현재 코드 분석 tool로는 분석할 수 

있는 코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 기호 실행을 실제로 적용하는데에는 symbolic dereference, path explosion, unsolvable path 

constraints 등 다양한 한계점들이 있다

o 단순한 학습 방법으로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적용할 수 없다.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기호 실행의 한계점 확인. 예제 코드와 특성 분석

o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예제 코드 모델링

o 기호 실행 툴과 인공지능 모델의 결합

□ 주요내용

o 논문, 실험을 통해 기존 기호 실행 tool로는 분석할 수 없는 코드 수집

o 코드 특성에 맞는 전처리 및 인공 신경망 모델 활용

o 기호 실행과 인공 신경망을 결합하여 하나의 framework로 구성

o Gradient search로 취약점을 유발하는 input 생성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다른 기호 실행에 관한 논문에서 대표적으로 기

호 실행이 안 되는 경우라고 언급되는 

checksum, hash, table access, state building

과 같은 코드에 대해서 학습이 불가능하다. 실제

로 우리가 단순한 학습 방법으로 checksum 중 

하나인 crc 함수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다.

o 따라서 코드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 방식이 필요하

며 코드의 복잡도를 계산하고 각 모델이 학습해야 되는 

연산을 최소화하여 정확도를 확연히 높였다.

o 최적화된 방식을 통하면 학습 시간도 줄어든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특정 알고리즘이나 현재 코드 분석 tool로는 분석할 수 있는 코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호 실행

을 인공지능을 통해 개선하여 현재는 분석 불가능한 코드도 분석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o CTF challenge에서 기호 실행을 많이 쓰는데, 이때 기존 기호 실행에서 탐지할 수 없는 버그를 찾을 

수 있다.

o 기존 퍼징 방식과 기호 실행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복잡한 조건을 가진 코드에 대해서 취약점 탐지

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