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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프로젝트 개요  

 

본 캡스톤 팀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기존에 존

재하는 탐지 방법과 달리 암호화 파일과 일반 파일을 구별하여 랜섬웨어를 탐지하여 잘 알

려진 랜섬웨어 뿐만 아니라 신종, 변종 랜섬웨어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매년 IT업계의 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위협 요소를 발

표하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는 ‘2016년 정보보호 분야 10대 이슈’ 

중 하나로 랜섬웨어(Ransomware)를 꼽았다. 또한 세계

적으로 권위 있는 보안잡지 ‘SANS’의 ‘Newsletters : 

Newsbites Volume XVI - Issue # 46’에서는 랜섬웨어에 

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랜섬웨어의 심각

성에 대해 시사했다. 랜섬웨어란 ‘몸값‘이라는 뜻

인 ’Ransom’ 과 ‘제품’이라는 뜻의 ’ware’의 합성어로 

미국에서 발견된 신종 악성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사용

자의 컴퓨터 내부로 잠입하여 문서, 스프레드시트, 그림          

파일 등의 확장자를 변경, 암호화시켜 열지 못하게 하고 돈을 보내면 키(복호화 열쇠)를 주

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키가 없으면 복호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

문에 감염이 되면 복구하기가 어렵다. 랜섬웨어는 1989년 조셉 팝(Joseph Popp)에 의해 처

음으로 대칭형 암호방식을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1996년 아담 영(Adam L. Young)

과 모티 융(Moti Yung)에 의해 비대칭형 암호방식을 사용하는 형태도 만들어졌다. Archiveus, 

Gpcode, TROJ.RANSOM.A 등의 랜섬웨어들은 2005년 이후 더욱 복잡한 암호화 방식을 취

하였다. [1] 

 

2012년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잠그고 사법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락

커 랜섬웨어(locker ransomware)가 출현했으며, 2013년에는 금품 지불방식에서 비트코인

(Bitcoin)을 사용하는 CryptoLocker가 출현하였다. 그 후 CryptoLocker, TorrentLocker, 

Reveton, Cryptowall 등의 변종 랜섬웨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4년에는 Synolog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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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Network Attached Storage)를 대상으로 하는 SynoLocker 등의 전파로 랜섬웨어의 피해

가 더욱 더 급증했다. Intel 보안팀인 맥아피(McAfee)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¼분기에 발

견된 랜섬웨어의 수는 25만 개 이상으로, 2012년 ¼ 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

장 최근인 2016년 3월 6일에는 보안회사 팰로앨토 네트웍스(Paloalto Networks)에서 맥용 

랜섬웨어 KeRanger를 OS X 전용 토렌트 앱 ‘트랜스미션(Transmission)’ 버전 2.90에서 발견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애플 맥용 운영체제에도 랜섬웨어가 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했

다.[2] 

 

 

 

[그림 1] 랜섬웨어 증가 추세 (2013-2015) [3]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더불어 악성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 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을 열

지 못하게 하는 랜섬웨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에 걸리면 한화로 약 50만

원정도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데 지불하더라도 복호화 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

문에 중요한 파일이 있는 컴퓨터가 감염되면 피해가 크다. 2013년 후반기에 150만 정도였

던 랜섬웨어 수가 2015년 하반기에는 400만이상으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점

점 큰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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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종 랜섬웨어 증가 추세 [3] 

 

변종 랜섬웨어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부터 급작스럽게 늘

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변종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변종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랜섬웨어 솔

루션은 기존의 랜섬웨어만 탐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종 랜섬웨어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랜섬웨어 탐지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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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최근 랜섬웨어 현황 

 

1) CryptoL0cker [5] 

 

 

[그림 3] CryptoL0ker 피해 화면 [4] 

 

Cryptol0cker는 가장 대표적인 랜섬웨어 중 하나이고 ‘CryptoWall’, ‘CryptographicLocker’,

‘TorrentLocker’, ‘TeslaCrypt’, 등의 변종으로 계속해서 나타났다. 컴퓨터 내의 모든 파일(OS 

파일 포함)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RSA, AES 키로 암호를 건다. CryptoL0cker에 감

염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며 파일 복원의 댓가로 한화 약 438,900원의 BitCoin을 요

구한다.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안내된 링크는 Tor (anonymity network)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어렵다. 

 

<공격방법> 

감염경로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웹 기반의 DBD(Drive-By-Download) 방식을 통해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용자 모르게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감염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취약한 

사이트로 리다이렉션(Redirection) 되면서 특정 취약점에 의해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다운로

드 되고 실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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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ryptoL0cker 감염과정 [4] 

 

크립토락커가 실행되면 ‘%WINDOWS%’ 폴더에 자가 복제를 수행하고 

‘HKCU\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랜덤명>’ 에 등록한다. 해당 

키에 실행 파일을 동록 해 놓으면 시스템을 재부팅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

렇게 되면 해당 파일을 찾아서 삭제하지 않는다면 감염된 PC의 사용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파일을 복구했다고 하더라도 재감염 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자동 실행되게 등록한 후에

는 정상 ‘explorer.exe’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C&C(Command & Control) 서버 통신 및 파일

을 암호화하는 주요 기능을 포함한 PE파일을 인젝션 시켜서 동작한다. 

 

 

[그림 5] CryptoL0cker 동작 흐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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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는 통신 상태 확인을 위해 ‘www.download.windowsupdate.com’ 와 

‘akamaitechnologies.com’에 접속한다. 이후 C&C서버인 ‘https://lepodick.ru/topic.php’에 두 

번에 걸쳐 ‘POST’ 패킷을 전송하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 PC의 정보를 전달한 후 IP대역에 

따른 ‘.txt’와 ‘.html’ 파일을 받아 온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앞에서 보낸 정보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호화 할 때 필요한 키 정보(256byte)를 함께 보낸다. 이후 서버에서 ‘200OK’ 응

답을 받으면 파일을 암호화하기 시작한다. 서버에서 받은 ‘DECRYPT_INSTRUCTIONS.txt’와  

‘DECRYPT_ INSTRUCTIONS.html’ 파일은 암호화한 파일이 있는 모든 폴더에 생성되며, 시스

템이 감염되었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파일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BitCoin을 사용한 결제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아래그림은 C&C 통신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6] C&C 통신 과정 [4] 

 

CryptoLocker는 vssadmin.exe Delete Shadows /All /Quiet 명령을 실행해서 볼륨 섀도우 

카피를 삭제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Windows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명령은 CryptoLocker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avi, .wav, .mp3, .gif, .ico, .png, .bmp, .txt, .html, .inf, .manifest, .chm, .ini, .tmp, .log, .url, .lnk

, .cmd, .bat, .scr, .msi, .sys, .dll, .exe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과 %Program 

Files%0, %ProgramW6432%, C:\WINDOWS 폴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RSA-2048 암호화 알

고리즘으로 암호화 하고 이동식 드라이브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암호화 대상

이 되며 암호화가 완료된 파일에는 확장자 뒤에 ‘.encrypted’ 문자열이 붙게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ENTERS(ENTropy-based Encrypting Ransomware Solution) 

팀 명 TAKE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6-05-23 

 

캡스톤디자인 I Page 10 of 45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대응방안> 

크립토락커는 섀도우 볼륨 카피의 복원 지점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백업용 미디어를 사용하는 백업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리눅스 기반의 NAS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윈도우 업데이트만을 활성화 시켜 놓고 응용 프로그램은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어

도비 리더, 한글(HWP) 등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 또한 계속해서 취약점이 발표되고 이어서 

보안패치가 적용된 업데이트 모듈이 발표되고 있다.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다운로

드하는 랜섬웨어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팝업이 나타날 

때,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광고 배너나 팝업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타나

는 사이트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한다. 

 

2) 크립토월 [6] 

크립토월은 2013년에 등장하였고 RSA로 파일을 암호화한다. 2015년 가장 악명 높은 랜

섬웨어로 선정되었고 크립토월 3.0 랜섬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3.25 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

을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 4.0버전까지 등장했다. 또한 2015년 11월 초에는 새로운 버전의 

4.0 크립토월이 발견되었는데 크립토월 3.0과 4.0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그림 7] crytowall 3.0과 crytowall 4.0의 차이[7] 

 

<공격방법> 

크립토락커와 마찬가지로 크립토월 역시 실행이 되면 자가 복제 및 자동 실행을 위한 등

록을 하며, 이후 정상 프로세스(‘explorer.exe’ 및 svchost.exe’)를 실행하고 C&C 서버 통신 

및 파일을 암호화하는 주요 기능을 포함한 PE 파일을 인젝션해 동작한다. 스팸 메일을 통

해 유포되기도 하는 크립토월 4.0 버전은 스팸 메일에 첨부된 ZIP파일의 자바 스크립트 파

일을 실행할 경우 러시아 웹 서버에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감염될 수 있다. 크립토

월 4.0 버전은 사용자 PC에 존재하는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을 RSA-2048키를 사용

하는 AES, CBC 256Bit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한다. 또한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

(Angler Exploit Kit)을 활용해 유포되고 있는 것은 기존과 유사하나, 이전 크립토월과 다르게 

안티 랜섬웨어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먼저 ‘A.doc’라는 사용자 문서파일을 기존에 바로 암호화하던 방식을 변경해 ‘A.doc.tf4’와 

같은 형태로 1차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파일 확장자 형식(doc, hwp, xlsx, 

pdf 등)을 변경해 기존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들의 감시대상 모니터링을 우회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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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월 4.0 버전의 특징은 기존과 다르게 암호화된 파일명과 확장자를 모두 변경해 기

존에 어떤 파일이었는지 알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다만 한글문서(.hwp), 일부 그림파일

(.png) 등에 대해서는 암호화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는 파일 암호

화 동작을 수행한 악성 파일과 자동 실행 레지스트리 값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자신의 흔적

을 제거한다. 이후 사용자에게 168시간 이내에 700달러를 비트코인(Bitcoin)으로 지불하라

는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결제 방법을 안내한다. 

 

<대응방안> 

최근 발견되는 CryptoWall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쓰기 

공유가 허용되어 있기만 하면 네트워크를 브로드캐스팅하여 공유 폴더를 찾고, 그 공유 폴

더 내의 파일들을 암호화해 버린다. 따라서 더 이상 공유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

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유 폴더에 보관하는 파일들은 공유되지 않은 폴더에도 별도의 사

본을 보관해야 한다. 

 

3) Locky [8] 

 

Locky는 2016년 2월 출현한 랜섬웨어로 drivex 제작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인 

랜섬웨어가 DBD를 통해 배포하는것과 달리 Microsoft Word 첨부 파일을 붙여 업무용메일

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포되고 있다. 감염 후에는 일반적인 랜섬웨어와 마찬가지로 txt파일

을 만들어놓고 결제를 유도한다. 감염된 파일의 이름은 영문 + 숫자의 조합으로 바뀌고 확

장자명도 .locky로 바뀐다. Locky를 포함하는 이메일의 예는 아래와 같고, 첨부된 송장(MS워

드 문서)을 참조 해달라는 내용을 붙인다. 

 

제목 : ATTN : 송장 J-11256978 

첨부 파일 : invoice_J-11256978.doc 

 

 

<공격방법> 

Locky는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하여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워드파일의 

매크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일단 사용자가 워드파일을 열면, 마구 섞인듯한 내용이 보이며, 

매크로를 활성화 할 경우 정상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하며 매크로 활성화를 유도한

다. 매크로를 활성화 하면, 원격 서버로부터 %Temp% 폴더에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후 실

행하는데, 이 실행파일이 Locky 랜섬웨어이며, 컴퓨터 및 네트워크상의 모든 파일들을 암호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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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랜섬웨어를 포함하는 워드 문서를 열었을 때 매크로 활성을 유도 [9] 

 

최근에는 Locky의 변종이 나오고 있다. 이 변종은 zip파일에 자바스크립트(.js)파일을 포함

하고 있고 Locky변종은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할 경우 자바스크립트가 인터넷

을 통해 서버에 접근하여 랜섬웨어 본체를 외부에서 다운로드 해서 사용자 의심을 피하는 

등 악성코드 제작자가 미리 만들어둔 서버에 접근해서 악성파일을 추가로 다운로드 및 실

행한다. 자바스크립트는 정상적인 프레임워크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를 보

안 솔루션이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9] .zip 파일에 포함되어있는 js파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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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Locky에 감염되면 파일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방하기 위해 먼저 지급

(payment)·송장(invoice)·계약서(contract) 등의 내용으로 위장한 해외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 

실행 금지하고 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zip)에 자바스크립트(.js)가 존재하면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Locky랜섬웨어 변종은 스팸 메일 내 압축파일(.zip) 형태의 첨부파일에 악

성 자바 스크립트(.js)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인터넷을 통해 랜섬웨어 본체를 

외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자 의심을 피하기 때문에 알집 파일 안에 .js 파일이 있다면 실행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평소 계약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발신자나 불명확한 발신자로부

터 해당 주제의 메일을 받았다면,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좋고 유명업체

나 평소 거래하던 발신자라도 바로 실행하지 않고 백신검사를 해봐야 한다. 해외 업무가 

잦은 담당자는 의심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발신자에게 메일회신이나 전화 등으로 메일 내

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TeslaCrypt [11] 

 

게임관련 파일들을 타깃으로 제작된 랜섬웨어이지만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Internet Explorer/Chrome/Mozilla Firefox 웹 브라우저, Adobe Flash Player, Adobe Reader 등 

제품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환경에서 

웹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감염되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방법> 

크립토 락커와 달리 정상 프로세스(explorer.exe, svchost.exe)에 코드 인젝션(Injection)을 

통한 방식이 아닌 %APPDATA% 경로에 생성한 악성코드 실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진다. 

파일을 암호화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고 확장자명은 .ecc, .ezz, .exx, .xyz, .aaa, .abc, .ccc 등으

로 바뀐다. 감염 후, 사용자 시스템에는 암호화된 파일만 존재한다. 

 

'normal.jpg' -> 'normal.jpg'(암호화) -> 'normal.jpg.ecc' (복사본) -> 'normal.jpg'(삭제) 

 

드라이브 명에 상관없이 고정식 드라이브(DRIVE_FIXED)만을 감염대상으로 하며, 이동식,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감염대상에서 제외된다. %APPDATA% 경로에 생성되는 데이터 파일 

중, 'key.dat'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AES Key'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이다. TeslaCrypt 랜섬웨어에 감염 후,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아래의 윈도우 화면 창에서는 

'RSA-2048' 방식으로 암호화되었으며, 복원을 위한 'Private Key'는 서버에 저장됨을 명시하

고 있지만 실제로는 RSA 방식이 아닌 'AES' 방식으로 암호화되었으며, CBC(Cipher Block 

Chaining) Mode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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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Crypt 랜섬웨어에서 사용한 암호화 방식은 아래의 Python 예제코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예제코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This is a key123'가 첫 번째 키(AES 

Key)를 나타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This is an IV456'가 두 번째 키(Initialization Vector)로 

사용된다. 

 

[그림 10] TeslaCrypt 코드 부분 [12] 

 

악성코드가 생성한 'key.dat' 파일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This is a key123' 정보가 존재하

며, 파란색의 'This is an IV456' 정보에 해당하는 Initialization Vector(IV) 값은 감염파일의 첫 

시작 16 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key.dat' 파일의 옵셋(0x177 ~ 

0x197) 까지의 0x20 바이트 값을 SHA256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값이 실제 

AES key (256-bits)로 사용된다. TeslaCrypt 또한 볼륨 섀도우 카피를 삭제하기 때문에 기존

에 저장한 복원점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파일 암호화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지 못하도록 작업 관리자(Taskmgr.exe) 실행을 방해한다. 

최근 나타난 TeslaCrypt 4.0 버전은 4GB이상의 대용량파일도 감염시킬 수 있고 감염된 

PC의 정보도 수집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기존 버전과는 다르게 암호화된 파일의 이름

이 변경되지 않아 파일 이름만으로는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파일 실행 

후 표시되는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사용자가 랜섬

웨어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가 확산되기 쉽다. 

 

 

<대응방안> 

Teslacrypt 2.2이하라면 암호화된 파일을 TeslaDecoder 를 사용하여 복구시킬 수 있지만 

상위버전은 복구시킬 수 없다. 다른 랜섬웨어와 마찬가지로 예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

메일의 첨부 파일은 실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백신 SW의 사용과 최신 엔진 버

전 유지, 꾸준한 시스템 및 SW 업데이트(Microsoft, Adobe, HWP, JAVA)가 필수적이다. 그리

고 중요한 파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업을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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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yptXXX  

 

2016년 4월에 나온 신종 랜섬웨어로 E-Mail 첨부파일, Web ActiveX 설치, 감염파일 실행 

등으로 감염되며 Local Disk뿐만 아니라 Cloud Drive, USB Drive, NetWork Drive를 암호화 한

다. 파일 암호화 외에 사용자의 브라우저 정보, 메일 클라이언트 정보, 쿠키 데이터, FTP 계

정 정보 등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방법> 

파일 확장자가 .crypt로 변경된다 CryptXXX는 기존 랜섬웨어와 달리 실행파일(EXE) 형태

가 아닌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 형태로 유포돼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행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행을 유도하지 않고,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기만 해도 감

염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 by Download) 방식으로 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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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Anti-Virus 업체 및 솔루션 현황 

 

1) 체크멀사의 '앱체크' - 유무료(개인/기업) 

 

< 기능 및 장점 > 

- 50여종의 백신 엔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일을 

검사한다. 

- 상황인식 기반의 행위 탐지 기술로 랜섬웨어를 차

단, 암호화한다. 

- 행위가 탐지될 경우 탐지된 악성코드 및 협박 메

시지 파일은 자동 차단 또는 차단 후 자동 치료한

다. 

- 랜섬웨어 감염을 통해 파일 암호화 행위 또는 원

본 파일 훼손 행위가 탐지될 경우 자동으로 랜섬

웨어 대피소 백업 폴더<Backup(AppCheck)>에 본 

파일을 백업 및 원본파일 자동 복원 한다. 

-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 내의 파일을 자동백업폴더

에 백업한다. 

- 최근 1주일 내에서 랜섬웨어나 악성코드가 감염 

전 상태로 디스크 복원이 가능하다. 

 

 

2) 시큐어디스크(SecureDisk) – 유료 (기업위주) 

 

< 기능 및 장점> 

- 시큐어디스크 내에 저장된 문서는 관리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만 열 수 있게 하여 랜섬웨어가 문서

를 변조하는 것을 방지한다. 

- 모든 자료는 pc에 저장을 금지시키고 중앙 파일서

버에만 통합 저장해서 관리한다.  

- 저장시점마다 중앙서버에 사본이 별도로 보관돼서 

복구가 가능하다. 

- 모든 파일은 서버에 저장 시 보안 알고리즘인 아리

아(ARIA)를 통해 암호화되어 물리적인 디스크 유

출이나 해킹에 안전하다. 

 

[그림 11] 앱체크 실행화면 [13] 

[그림 12] 시큐어디스크 사이트 메인 화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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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닥스키퍼(DocsKeeper) – 유료 (개인/기업) 

 

<기능 및 장점> 

- 관리자가 지정한 확장자, 패턴,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중앙에서 모니터링 

하는 통합 문서 감시시스템이다. 

- 실시간으로 문서를 탐지하여 로그로 기록한다. 

- 감시되는 문서는 중앙 서버로 자동 업로드 되어 

랜섬웨어나 장비의 고장으로 문서가 삭제돼도 복

구가 가능하다. 

- 특정 문서에 대해서만 중앙 서버로 백업해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비해 상대적 부담이 적다. 

 

 

 

4) AhnLab사의 ‘V3 Internet Security 9.0’ - 유료(기업용) 

 

< 기능 및 장점 > 

- 악성 파일이 유포된 적 있거나 다수의 경험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URL은 사전 차단한다. 

- 안랩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ADS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파일의 악성 여부를 분석, 진단한다. 

- ASD DB에는 악성 파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상 파일에 대한 정보도 있어서 효율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악성 프로그램의 DNA 정보를 이용해 탐

지하는 DNA 스캔(Scan) 기술로 변종 악성코드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일 및 프로그램을 사

전 차단한다.  

 

  

[그림 13] 닥스키퍼 사이트 메인 화면 [15] 

[그림 14] V3 Internet Security 9.0 플랫폼[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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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reEye  - 유료(개인/ 기업용) 

 

< 기능 및 장점> 

- 파일백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사전차단을 목표로 한다. 

- 고유의 멀티-벡터 가상 실행(MVX)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랜섬웨어의 전체 공격과정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 네트워크 보안 제품인 NX 시리즈를 통해 웹 익스플로잇이 실행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차단시키도록 권고하여 랜섬웨어를 예방한다.  

- 이메일 보안제품 EX 시리즈는 의심스러운 이메일 첨부 파일과 내장된 URL을 실행 및 분

석하고, 모든 악성 이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EX는 MTA(Mail Transfer Agent) 모드를 통해 

랜섬웨어가 사용자 PC에 유입되기 전 사전 차단한다. 

- 보안 환경에서 침해 지표(IOC)에 대한 선제적 탐색한다. 

- 사이버 공격이 기술 방어 시스템을 우회했다는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클라우디움 – 유료(기업용) 

 

<기능 및 장점> 
 

- 모든 문서를 개인PC가 아닌 중앙 서버에 저장하

는 문서 중앙화 시스템이다. 

- white list 방식을 사용하여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프로세스는 서버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랜섬웨어

에 의한 공격을 차단한다. 

- 파일 수정 시 ‘수정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 옵션을 

제공해서 서버 파일을 PC로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해당 파일은 

‘조회용’으로 인식돼 로컬 PC 임시 영역에서 조

회 후 즉시 삭제한다.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수행여부를 다르게 준다. 

- 문서 등록 시점부터 암호화, 인쇄방지, 복사방지, 

화면캡쳐제어 등의 보안기능을 제공한다. 

- 문서 등록 및 조회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림 16] '클라우디움 서버'의 기능 [17] 

[그림 15] 클라우디움 서버의 기능[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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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Anti-Virus 업체제품의 단점> 

-  랜섬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는 아니다. 

- 관리자가 지정한 확장자, 패턴, 키워드 이외의 것들은 랜섬웨어에 노출된다. 

- 중앙파일서버 안으로까지 랜섬웨어가 침입할 시 대처 불가하다. 

- 새로운 URL로 변종 랜섬웨어가 나타날 경우 사전차단 하지 못한다. 

- ASD DB에 없는 변종 랜섬웨어를 차단 할 수 없다. 

- 악성이메일과 무관한 이메일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프로세스는 무결하더라도 차단된다. 

 

1.2.3  개발 필요성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 하여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대부분 RSA 2048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기 때문에 복호화가 거의 불가능 하다. 많은 복구 업체에서 랜섬

웨어에 감염되어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 시도를 했지만 완벽히 모든 파일을 복구할 수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Anti-Virus솔루션들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고 있다. 

잘알려진 랜섬웨어만을 모니터링하여 감염되지 않게 하는 방법, 수시로 파일을 백업하여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파일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문서 중앙화를 시켜 한곳에

서만 집중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솔루션들은 랜섬웨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복잡

한 알고리즘으로 개발된 신종, 변종 랜섬웨어가 출현하면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다른 Anti-Virus솔루션들의 방식과는 달리 일반파일과 암호화된 파일

을 구분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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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내용 및 결과물 

 목표 

본 프로젝트는 개인 또는 기업 모두 랜섬웨어 공격을 안전하게 차단 또는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Anti-Virus 업체들이 제공하는 탐지 엔

진의 동작 방식과 다르게 본 프로젝트 팀이 제안하는 새로운 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공격 

탐지 확률을 높이고 긍정 오류(false positive)를 줄인다. 또한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프로세스

를 발견하면 프로세스를 중지시킨 후 사용자에게 알림을 줘서 차단하거나 재 시작할 수 있

도록 한다. 

 

 

■ 세부 목표 

- 기존의 탐지 엔진과 다르게 엔트로피 측정 기반의 탐지 기법과 카이제곱분포 검정을 

도입하여 신뢰성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 사용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탐지를 ON/OFF 할 수 있고 사용하는데 어려움과 번거로움

이 없도록 직관적이고 확실한 UI를 구성한다. 

-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바로 죽이지 않고 중지한 후 사용자에게 차단/허용 

기능을 제공하여 긍정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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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세스가 랜섬웨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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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한 후 원래 파일

을 삭제한다. 때문에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구분 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이 사용하

고 있는 일반 프로세스와 랜섬웨어를 구분 및 탐지 할 수 있다. 

 

2.2.1  연구/개발 내용 

 

 1) 정보 엔트로피 측정(information Entropy Calculation) 

샤논(Shannon)의 “통신의 수학적 이론(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라는 

논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신하거나 기록하는데 최저 몇 비트(bit)의 데이터가 적절한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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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으로 엔트로피로 불리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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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표본 공간 가 이산 공간 이라면, 적분은 합이 되며, 따라서 정보엔

트로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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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그 대신 이진로그를 사용한다. 

본 프로젝트에선 byte(=8bit) 단위로 표본 공간을 구성하여 정보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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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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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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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성이 증명된 알고리즘이다. 때문에 랜섬웨어가 암호화 한 파일 전체를 10진수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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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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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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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일반 파일은 파일을 구성할 때 각각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n의 분포가 불균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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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Information Entropy 측정 

 

 

[그래프 1] XLSX, JPG, PDF, PPTX, TXT, DOCX의 Information Entropy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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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T, XLS, PPT, DOC와 같이 압축 저장방식이 없는 확장자는 파일 전체의 정보 엔트로피 

량을 측정했을 때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을 구분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하

지만 XLSX, JPG, PDF, PPTX, DOCX와 같이 압축하거나 확장자만의 저장 방식이 있는 경우 

압축률이 높아 정보 엔트로피가 높게 측정된다. 때문에 파일 전체의 정보 엔트로피 량을 

측정 했을 경우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 모두 구분 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와 같은 측정방법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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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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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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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MicroSoft Office(Excel, Power Point, Word)와 JPG, 

PDF, TXT 확장자들에서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정보 엔트로피 평균 값을 비교함으

로써 구분 할 수 있다. 일반 파일은 최소값이 1.5, 최대값이 5.3으로 대체로 6보다 낮게 측

정 되며 암호화 된 파일들의 정보 엔트로피 값은 대체로 7.0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는 프로세스가 수정하거나 새로 생성한 파일에 대해 정보 엔

트로피 량을 측정하여 결과값이 설정한 임계 값을 넘었을 경우에 이 프로세스를 랜섬웨어

로 간주한다. 

[그래프 2]에서 실험해본 확장자이외에 다른 파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반파일과 암호

화된 파일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된 확장자는 

CheckMal [그림 11]의 랜섬웨어 솔루션이 검사대상으로 하는 확장자 46가지 중 [그래프 2] 

에서 실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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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로

피 량이 7에 가깝게 측정되어 일반 파일을 암호화 된 파일로 판단하는 긍정 오류(False-

Postive)를 유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압축률이 높은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

일, 압축파일에서 나타난다. 이는 압축된 파일이 이미 여분을 제거 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의 정보량을 최대한 적은 비트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보 엔트로피 량이 높게 측정된다. 이

러한 문제는 5)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5) 일반 파일과 암호화 된 파일의 MetaData 부분의 32bytes를 4bit 

sequence Information Entropy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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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다. 하지만 SWF, TIFF, GIF, ZIP의 형식의 파일은 Metadata부분이 20byte를 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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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어 엔트로피가 높게 측정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측정 byte를 줄여야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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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4bit단위로 파일의 32byte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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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래프 3], [그래프 4]와 [그래프 7]을 비교했을 때 기존방법으로 잘 구분했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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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카이제곱분포(Chi-Squared Distribution) 검증 방법을 이용하

여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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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이제곱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 검정 

카이제곱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란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정규 확률변수를 각

각 제곱한 다음 합해서 얻어지는 분포이다. 이때 K를 '자유도'라고 하며, 카이제곱 분포의 

매개변수가 된다. 카이제곱 분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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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여 일반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을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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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확장자에서 일반 파일과 암호화된 파일을 확연하게 구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도가 15(24 − 1)이고 신뢰도 99.5%일 때 카이제곱 분포값

이 32.8이다. 이를 임계치로 사용한다. 단 확장자 SWF는 부정-오류(False-Negative)가 일어

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캡스톤 팀은 앞서 5)에서 제시한 4bit단위로 32byte 메타데이터

의 정보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방법과 카이제곱 분포 검정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확장자 

SWF도 암호화된 파일과 일반 파일을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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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그림 17] 기존의 Use-Case diagram 

 

 

[그림 18] 변경된 Use-C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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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 탐지기(Ransomware Detector) 

 

1) 랜섬웨어 행위 차단 - 완료 

랜섬웨어 행위를 하는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확인, 차단한다.  

->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중시시키고 유저에게 차단/허용 여부를 묻는다. 차

단한다면 프로세스를 죽이고 허용한다면 프로세스를 재 시작 하고 같은 프로세스에 대

해 다시 알림을 띄우지 않게 한다.  

 

2) 실시간 파일 백업 - 삭제  

랜섬웨어 행위를 탐지 했을 경우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접근한 원본 파일을 백업하여 파일

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 파일을 백업 하기 위해선 File Open Event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선 Open event와 Modified event를 Changed event 하나의 형태로 모니터링 

한다. 때문에 파일 백업을 하더라도 암호화가 일부 진행된 파일을 백업하게 된다. File 

Open Event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선 Windows Kernel mode로 개발해야 한

다. 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이 미흡하여 실패하였다. 때문에 실시간 파일 백업 기

능을 삭제 하였다. 

 

3) 탐지 확장자 추가 - 변경 

랜섬웨어 행위를 탐지하는 파일 형식을 사용자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 모든 확장자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확장자에 대한 검

사로 변경하였다.  

 

4) 탐지 기능 on/off - 완료 

사용자가 랜섬웨어 행위 탐지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실시간 검사 버튼을 사용하여 랜섬웨어 탐지기능을 on/off할 수 있다. 

 

5) 로그 검색 기능 - 추가 

랜섬웨어로 의심됐던 프로세스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날짜, 

프로세스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차단/허용 여부를 알 수 있다. 

 

6) 특별 보호 디렉토리  - 추가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디렉토리를 추가하여 해당 디렉토리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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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신뢰도 – 달성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엔트로피 기반 랜섬웨어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정확한 랜섬웨

어 탐지와 방어’이다. 따라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뿐만 아니

라 신종 랜섬웨어와 변종 랜섬웨어도 신뢰도 99.5%로 탐지하는 것을 달성한다. 뿐만 아니

라, 정상적인 프로세스 행위를 랜섬웨어 공격으로 오인하여 탐지하는 긍정 오류(False 

positive)에 대한 비율도 매우 적어야 한다. 잦은 긍정 오류는 사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파일 전체에 대한 엔트로피 계

산을 하지 않고 메타데이터(metadata)가 포함된 파일의 앞 부분에서 특정 바이트만 엔트로

피 계산을 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한다.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솔루션에서 긍정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파일 전체에 대해 엔

트로피 계산을 하였을 때, 특정 확장자 파일들이 고유한 인코딩 기법을 적용하여 파일을 

저장함으로써 암호화 되지 않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된 파일이라고 판단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코딩이 되지 않는 메타데이터 부분만을 계산에 사용한다면 긍정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부가적으로 탐지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긍정 오류는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바로 죽이지 않고 중

지시킨 뒤 사용자에게 알린 후 사용자가 차단 혹은 허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긍

정 오류를 더 줄일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실질적인 공격의 탐지와 긍정 오류를 최소화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하므로 신뢰도를 성능 또는 자원 보다 우선시 하였다.  

 

[그림 19]는 본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임계값 변화에 따른 긍정 오류, 부정 오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노란색 선이 랜섬웨어를 탐지 하지 못하는 부정 오류이며 파란색 선이 일

반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오인하는 긍정 오류이다. 보이는 것과 같이 부정 오류가 0에 수

렴할 때, 10% 이하의 긍정오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이 

상당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엔트로피(좌) 및 카이제곱 임계값(우) 변화에 따른 오류(긍정, 부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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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은 엔트로피 및 카이제곱검정에 대한 ROC(Rev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그래프 입니다. ROC Curve 그래프를 통해 우리가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X축이 긍정 오류(False Positive), Y축이 정상 작동 비율로 우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0] 엔트로피(좌) 및 카이제곱 임계값(우)에 대한 ROC Curv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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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처리 속도) – 달성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엔트로피 기반 랜섬웨어 솔루션은 처리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격을 당해 솔루션 사용자의 파일이 손상되는 시간보다 

파일에 대한 엔트로피 측정을 통해 공격으로 탐지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실험을 통해 구한 시간 값을 나타내고 있다. 

랜섬웨어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무작위성을 부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

용자의 문서를 암호화 한다. 본 연구팀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엔트로피 측정에 걸리는 시간과 파일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을 동일 횟수로 수행하

여 걸리는 평균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 환경 

 - OS : Windows7 Professional K 

 - CPU : Intel® Xeon® CPU E3-1231 v3 @ 3.40GHz 

 - RAM : 32GB 

 

 Entropy 계산 파일 Encryption(AES) 

1회 측정 0.057 8.81 

5회 측정 평균 0.052 8.83 

10회 측정 평균 0.0525 8.814 

100회 측정 평균 0.05147 8.8451 

1000회 측정 평균 0.050878 8.82468 

 

엔트로피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파일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보다 매우 빠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 엔트로피 계산은 2.3.2절의 신뢰도 항목에서 언급한 대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만 계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파일 전체에 대해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빠

르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바이트당 소모되는 CPU 사이클도 엔트로피 계산이 파

일 암호화 보다 매우 작다. 때문에 파일이 암호화 되기 전에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랜섬웨

어를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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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 달성 

 

많은 양의 자원을 이용하여 실시간 탐지를 한다면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PC 사용에 문제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자원으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없는 솔루션을 개발 하여

야 한다.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사용으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없는 솔루션은 개발한다. 본 캡스

톤 팀이 제안하는 솔루션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운영 체제 : Windows7 (32bit, 64bit) 

- CPU : Intel Pentium 3 700MHz 이상 

- Memory : 512MB 

- HDD : 1GB 이상의 여유 공간 

-  

앞서 제시한 사양에서 본 캡스톤 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하더

라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사양은 최소사양이기 때문

에 보통의 사용자들의 환경에서도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실행된다. 

 

4) 이식성 – 달성 

 

우리가 제안하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함수는 모든 OS에 적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

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구현에 사용한 함수와 프로세스의 정보를 알아오는 함수, 파일 경로

를 알아오는 함수를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API를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OS 에서는 이 함수

들만 변경해 주면 된다. 예를 들면, 리눅스 같은 경우 lsof 함수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서 필

요한 정보를 손 쉽게 얻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식성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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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그림 21] 최종 시스템구조 및 흐름도 

 

본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는 [그림 21]과 같이 구성된다. File System Watcher는 모든 File 

I/O event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Event가 일어난 파일 경로와 현재 파일에 Lock을 

설정한 프로세스의 PID를 획득한다. 이를 Encryption Check에서 Information Entropy(정보 

엔트로피)와 Chi-Squared Distribution Value)를 이용하여 파일의 암호화 여부를 판단한다. 

파일이 암호화 됐다고 판단될 시 우선 프로세스를 중지한다. 그리고 유저에게 해당 PID와 

프로세스 이름과 함께 중지 여부를 물어본다. 유저가 허용을 선택한다면 해당 PID를 White 

List(화이트 리스트)으로 관리한다. 이는 추후에 같은 프로세스를 실행하더라도 유저에게 반

복적인 알람을 띄우지 않기 위함이다. 유저가 차단을 선택한다면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이

는 모두 로그로(시간, 허용 및 차단 여부, 프로세스 이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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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활용/개발된 기술   

- File System Watcher (.NET Framework 4.5) 

File System Watcher 를 이용하여 모든 File I/O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 이때 파

일 경로와 파일상태(Changed, Renamed, Deleted, Created)를 획득 한다. 

-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 

Win32 API를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C, C++를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속도를 갖는다. 

- 4bit-sequence Information Entropy Calculation 

기존 8bit-sequence로만 이루어 지든 정보 엔트로피 계산을 4bit-sequence로 바꾸

어 적은 크기로도 암호화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 4bit-sequence Chi-Squared Distribution value Calculation 

통계학을 이용하여 난수화 정도를 측정해 파일의 암호화 여부를 판단 하는 기술이

다. 4bit-sequence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에 필요한 파일 크기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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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본 프로젝트에서 초기에 일반 파일을 암호화된 파일로 판단하는 긍정오류(false-positive)

와 암호화된 파일을 일반 파일로 판단하는 부정오류(false-negative)가 발생하였다. 현실적

으로 긍정오류와 부정오류를 같이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본 캡스톤 팀에서 개발한 솔루션에서 부정오류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긍정 오류를 늘리는 선택을 하였다. 또 긍정 오류의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실험을 통해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 하였다. 

 

 

2.2.8  결과물 목록 

- 랜섬웨어 탐지/차단 프로그램 (기술문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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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PC(Personal Compute)에 중요한 문서와 이미지를 저장하고, 백업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한 부분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게 

되었고, 사용자들은 PC를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원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반영한다. 

 

2.3.1   기대 효과 

-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솔루션은 현재까지 알려진 랜섬웨어들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도 높은 확률로 탐지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Anti-Virus 업

체들이 제공한 솔루션들의 매우 낮은 탐지율과 비교하여 큰 장점이다. 

  

-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솔루션 소스를 깃허브(GitHub)에 오픈 소스로 공개하여 현재 

랜섬웨어 행위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존 Anti-Virus 업체들에게 새로운 탐지 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새로운 탐지 기법에 대해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 할 수 있다. 

 

. 

2.3.2   활용 방안 

현재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window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뿐만 아니라 

Linux운영체제인 PC와 Mac, 모바일에도 랜섬웨어가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점차 

windws가 아닌 플랫폼에서도 랜섬웨어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랜섬웨어를 구별하는 핵심 알고리즘은 특정 조건에 제약 받지 않고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PC나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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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평가 

 

 최종 결과물 – 엔트로피 기반 랜섬웨어 솔루션 

 

주요 평가 기준 - 제로데이 공격에 또는 알려진 랜섬웨어에 대한 탐지 및 방어가 되는가?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문서에 접근하여 모두 암호화 시키는 프로세스로 정의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차단한다면 어떠한 우회가 있더라도 효과

적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어떤 파일의 암호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사 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 중 어떤 

파일이 주어 졌을 때, 이 파일이 암호화가 된 파일인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일반 파일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본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여 파일

의 암호화 여부를 확인하여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암호화 된 파일인지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변종 랜섬웨어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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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사용자 매뉴얼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Net Framework 4.0 이상 

(https://msdn.microsoft.com/ko-kr/library/5a4x27ek(v=vs.100).aspx) 

2) MicroSoft Visual C++ Redistributable Package for Visual Studio 2013  

(재배포 패키지,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40784)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한 후 ttaken.exe 파일을 실행한다. 각 기능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실시간 검사 : 

 프로그램이 랜섬웨어를 실시간 검사하는 것을 ON/OFF 할 수 있다. 실시간 검사가 꺼져 있으면 

[그림 20]의 왼쪽과 같이 PC 가 랜섬웨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표시되고, 검사가 켜져 있으면 [그림 

20]의 오른쪽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으로 표시된다. 

 

로그 보기 : 

 프로그램은 최초 시작된 후부터 계속해서 로그를 기록한다.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확인 받아 차단 또는 허용 되었는지 기록하며, 프로그램 이름을 기록한다. 로그는 자동적으로 

정렬되며 검색기능을 통해 어떤 프로세스가 의심받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 

 

설정 기능 : 

 설정은 사용자가 더욱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폴더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컴퓨터 전체에 검사를 하지만 만약 추가된 폴더가 있다면 좀 더 중점적으로 해당 폴더를 

실시간 검사한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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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프로그램 실행 화면 

 

 

[그림 23] 로그 기능 

 

 

[그림 24]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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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케이스  

 

 

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On 

실시간 

감지를 

시작한다. 

시작화면에서 실시간 검사 버튼을 

클릭한다.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성공 

Off 

실시간 

감지를 

종료한다. 

실시간 검사 버튼이 On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시간 

검사 버튼을 클릭한다. 

랜섬웨어로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어도 

감지하지 않는다 

 

성공 

로그 정렬 / 

검색 

로그를 

항목별로 

정렬하고 

내용으로 

검색한다. 

시작화면에서 로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1) 해당 열(날짜, 구분, 

내용)을 클릭한다. 

2)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1) 해당 열로 정렬된 

로그를 보여준다. 

2)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로그만을 

보여준다. 

 

 

성공 

경로 추가 / 

제거 

특정 경로를 

추가하고 

제거한다. 

시작화면에서 설정버튼을 

클릭하고 

1) 경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 경로 다이얼로그가 뜨고 

원하는 경로를 선택한다. 

2) 경로 추가를 한 뒤 경로 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1) 경로가 리스트에 

추가된다. 

2) 경로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