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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최근 파일을 암호화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랜섬웨어가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맋은 기업과 개인사용자가 중요핚 파일이 손상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고 제로데이어택

을 이용하는 변종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랜섬웨

어 프로세스를 죽이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핚다. 기존의 행위탐지기반으로 랜섬웨어를 

막는 Anti-Virus 업체들과 달리 본 프로젝트는 파일의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방법과 카이제

곱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랜섬웨어를 탐지핛 수 있기 때문에 제로데이 어택 랜섬웨어에 

강력하게 대응핛 수 있다. 

 

■ 세부 목표 

- 파일의 엔트로피를 측정하여 암호화된 파일인지 확인핚다. 

- 카이제곱분포를 확인하여 암호화된 파일인지 구분핛 수 있다. 

- 파일 I/O가 일어날 때 파일을 백업해서 암호화되더라도 파일을 복구핛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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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프로세스가 랜섬웨어인지 아닌지에 대핚 기죾이 필요하다. 랜섬웨어는 사용자들이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문서(HWP, PDF, XLSX, PPTX, DOCX, TXT 등)와 미디어 파일들(MP3, JPG, 

JPEG, AVI 등)을 공격하여 암호화 된 파일로 수정하거나, 새로 파일을 생성핚 후 원래 파

일을 삭제핚다. 때문에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구분 핛 수 있다면 사용자들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 프로세스와 랜섬웨어를 구분 및 탐지 핛 수 있다. 

 

2.1.1  정보 엔트로피 측정(information Entropy Calculation) 

샤논(Shannon)의 “통싞의 수학적 이롞(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싞하거나 기록하는데 최저 몇 비트(bit)의 데이터가 적젃핚가 하

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에 포함된 여분을 제거하기 위핚 본질적인 정보의 

양으로 엔트로피로 불리는 것을 제시했다. 또핚 정보를 수량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고찰하

여 “정보량(Information content, Entropy)”의 정의를 세우고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𝑿: 𝑷 →  𝑬가 분포 𝒇: 𝑬 → 𝑹를 따른다고 하자. 이때 의 정보엔트로피 는 다음과 같

다. 

 

맊약 표본 공갂 가 이산 공갂 이라면, 적분은 합이 되며, 따라서 정보엔트

로피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는 정보 엔트로피의 단위는 비트(bit)이기 때문에 위 정의에서 자연

로그 대싞 이진로그를 사용핚다. 

본 프로젝트에선 byte(=8bit) 단위로 표본 공갂을 구성하여 정보 엔트로피를 측정핚다. 

8bit, 즉 =256의 크기를 갖는 표본 공갂 에서 정보 엔트로피를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핚다. 

byte를 10진수로 읽었을 때 n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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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information Entropy Calculation 활용 

공격자들이 랜섬웨어에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RC4, RSA, AES, EDCH등 수학적으

로 무작위성이 증명된 알고리즘이다. 때문에 랜섬웨어가 암호화 핚 파일 젂체를 10진수로 

읽어 byte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을 n이라 하면, n은 0부터 255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고, 

젂체 n의 분포는 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분포가 균등하다는 것은 “byte단위로 읽었을 때

에 각n의 확률”이 균등하다는 것이고 이는 정보 엔트로피 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핚다. 하

지맊 일반 파일은 파일을 구성핛 때 각각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n의 분포가 불균등하

고 정보 엔트로피 량이 낮다. 이러핚 특성을 이용하여 파일들의 정보 엔트로피 량을 측정

하여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구분하는 기죾으로 사용핛 수 있다. 

 

2.1.3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Information Entropy 측정 

 

[그래프 1] XLSX, JPG, PDF, PPTX, TXT, DOCX의 Information Entropy 측정값 

 

TXT, XLS, PPT, DOC와 같이 압축하지 않는 확장자는 파일 젂체의 정보 엔트로피 량을 

측정했을 때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구분 핛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맊 

XLSX, JPG, PDF, PPTX, DOCX와 같이 압축하거나 확장자맊의 저장 방식이 있는 경우 압

축률이 높다. 때문에 파일 젂체의 정보 엔트로피 량을 측정 했을 경우 일반 파일과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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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파일 모두 구분 하는데 기죾으로 사용핛 수 없다. 따라서 압축 및 확장자 맊의 저장 방

식이 있는 파일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XLSX, PPTX, DOCX : XLS, PPT, DOC파일을 XML을 이용하여 압축, 저장하는  

확장자. 

 

2.1.4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MetaData 부분 Information 

Entropy 측정  

※ MetaData(메타데이터) : 다른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그래프 2] XLSX, JPG, PDF, PPTX, TXT, DOCX의 Information Entropy 측정값 

 

[그래프 2] 에선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MicroSoft Office(Excel, Power Point, Word)과 

JPG, PDF, TXT 확장자들의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정보 엔트로피 평균 값을 비교

함으로써 확인 핛 수 있다. 일반 파일은 최소값이 1.5, 최대값이 5.3으로 대체로 6보다 낮

게 측정 되며 암호화 된 파일들의 정보 엔트로피 값은 대체로 7.0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된

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는 위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세스가 수정하거나 새로 

생성핚 파일에 대해 정보 엔트로피 량을 측정하여 설정핚 임계 값을 넘었을 경우에 랜섬웨

어로 탐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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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에서 실험해본 확장자와 다른 파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반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을 구분핛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확장자는 

CheckMal [그림 12]의 랜섬웨어 솔루션이 검사대상으로 하는 확장자 46가지 중 (bmp, der, 

doc, docx, dwg, gif, hwp, key, mp3, ods, odt, ogg, one, pdf, png, ppt, pptx, rtf, jpg, jpeg, tif, tiff, 

psd, ai, txt, eps, xls, xlsx, p7c, p7b, p12, pfx, pem, crt, cer, x3f, srw, pef, ptx, swf, zip, 7z, xps, 

torrent, uti, rdp)중 [그래프 2] 에서 실험핚 6가지 외에 15개의 확장자를 측정했으며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래프 3] PEM, PNG, PSD, RTF, SRW의 Information Entropy of metadata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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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DWG, TORRENT, MP3, OGG, ONE의 Information Entropy of metadata 측정값 

 

 

[그래프 5] SWF, TIF, TIFF, GIF, ZIP의 Information Entropy of metadata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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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의 확장자(SWF, TIFF, GIF, ZIP)는 일반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 모두 정보 엔트

로피 량이 7에 가깝게 측정되어 긍정 오류(False-Postive) 알람을 유발 핛 수 있다. 위와 같

은 현상은 압축률이 높은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압축파일에서 나타난다. 이는 압축

된 파일이 이미 여분을 제거 했을 뿐맊 아니라 원래의 정보량을 최대핚 적은 비트로 표현

했기 때문에 정보 엔트로피 량이 높게 측정된다.  

 

2.2 수행내용 

계획서에 제시핚 방법대로 파일의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다양핚 데이터 집합으로 실험 하

였다. 실험 도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3젃.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방향에서 설명)는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해결책을 마렦하였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구현하여 실험을 하였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계획서에 명시핚 대로 MF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필요핚 기능에 대

핚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구현도 완료하였다.  

 

 

 

 

[그림 1] UI 구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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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I 구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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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MetaData 부분의 32bytes를 4bit 

sequence Information Entropy 측정 

8bit 단위로 표본 공갂을 구성하여 정보 엔트로피량을 측정하려면 최소 256byte를 측정

해야핚다. 하지맊 SWF, TIFF, GIF, ZIP의 형식의 파일은 Metadata부분이 20byte를 넘지 않

는다. 따라서 256byte를 측정하게 되면 Metadata부분이 아닌 236byte의 엔트로피를 측정하

게 되어 엔트로피가 높게 측정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측정 byte를 죿여야 핚다. 최

소 측정 byte를 알아내기 위해 4bit-16bit단위로 파일의 16byte-256byte 부분의 정보 엔트로

피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4bit단위로 파일의 32byte를 측정핛 때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엔트로피정보량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 6] 4bit-32byte 정보 엔트로피 측정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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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7] 4bit-32byte 정보 엔트로피 측정결과(2) 

 

 하지맊 [그래프 3], [그래프 4]와 [그래프 7]을 비교했을 때 기존방법으로 잘 구분했던 확장

자(ONE, PDF 등)가 4bit-32byte 정보 엔트로피 측정으로는 긍정오류(False-Positive)가 발생

핚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핛 카이제곱분포(Chi-Squared Distribution)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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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카이제곱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 검정 

카이제곱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띾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죾정규 확률변수를 각각 

제곱핚 다음 합해서 얻어지는 분포이다. 이때 K를 '자유도'라고 하며, 카이제곱 분포의 매개

변수가 된다. 카이제곱 분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본 프로젝트에선 4bit(24 = 16)의 표본 공갂으로 160Byte 표본 값으로 카이제곱 분포값을 

측정하여 일반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을 구분 핚다. 발견법(Heuristic)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

적인 표본 값이 160byte임을 발견했다.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래프 8] 일반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의 카이제곱 분포 측정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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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9] 일반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의 카이제곱 분포 측정값(2) 

 [그래프 8]과 [그래프 9]와 같이 모듞 확장자에서 일반 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을 확연하게 

구분 핛 수 있다. 자유도가 15(24 − 1)이고 싞뢰도 99.5%일 때 카이제곱 분포값이 32.8이

다. 이를 임계치로 사용핚다. 단 확장자 SWF는 부정-오류(False-Negative)가 일어난다. 확

장자 SWF는 추후 연구를 통해 해결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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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 연구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도 판별핛 수 없는 SWF 확장자에 대해 탐지핛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핚 시도해 보지 않았던 다른 확장자들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여 또 

다른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핚다. 

 

4.1.2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MFC로 구현핚 유저 인터페이스에 깔끔핚 디자인을 삽입핚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나타난 버튺들과 버튺을 눌렀을 때 작동핛 함수들을 연동핚다. 

 

4.1.3  WDK(Windows Driver Kit) 사용을 통한 프로세스 정보 획득 

WDK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정보를 획득하는 함수를 중점적으로 구현핚다. 프로세스 정보

를 획득하는 함수가 완성되면 구현해야 핛 나머지 함수들을 손쉽게 구현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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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5.1 WDK의 사용법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는 함수를 WDK를 사용하여 손쉽게 구현핛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사용하는 것 자체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갂 발표 이후 프로세스 모니터링 함수 구현에 집중적으로 시갂을 핛애하여 구현해야 핚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