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한 

클라우드 랫폼 내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 

최상훈*, 우진*, 구 은*, 서창호**, 박기웅†

*세종 학교 정보보호학과, **공주 학교 응용수학과

Ransomware  Detection Framework 

via Virtual Memory Monitoring in Cloud Platform 

Sang-Hoon Choi*, Woo-jin Jeon*, Ye-Eun Ku*, 

Changho Seo
**, Ki-Woong Park†

*Division of information security, Sejong University *†

요 약

  랜섬웨어를 통한 피해사례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12일 등장한 랜섬웨

어인 워 크라이는  세계 으로 20만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재는 랜섬웨어가 개인 

PC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규모의 데이터가 장되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타겟으

로 확장 될 것이다. 따라서 랜섬웨어로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하기 해 다양한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은 신종 랜섬웨어 혹은 변종 

랜섬웨어를 탐지하는데 한계 이 있고, 랜섬웨어 탐지를 해 필요한 모니터링의 연산오버헤드

로 인해 실제 시스템에 용하는데 한계 으로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랫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효율 으로 탐지하기 해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를 제안한다.

I.  서 론

2017년 5월 12일을  세계의 기업과 국가 

기 의 컴퓨터가 랜섬웨어[1, 2]에 규모로 감

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3]. 랜섬웨어란 컴퓨터 

내의 일들을 암호화 시키고, 일의 몸값으로 

인 요구를 하는 악성 로그램을 의미한

다. 랜섬웨어 이 에도 사용자의 일을 암호화

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성코

드들은 많이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4]이 등장이

후 익명성과 계좌추 의 어려운 특징을 이용하

여  이득을 취하는 암호화 악성 로그램

들이 격히 증가하 다. 최근 가장 많이 이슈

가 되고 있는 워 크라이(워 크립토)라는 랜섬

웨어의 경우, 도우즈의 SMB취약 [5]을 이용

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켰기 때문에 

 세계 으로 최소 20만  이상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기존의 랜섬웨어들은 일반 인 PC를 주요 

목표로 하 지만 데이터를 심으로 화두가 되

고 있는 4차 산업 명 시 가 열리면서 랜섬웨

어의 타겟이 클라우드 랫폼[6]을 사용하는 기

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클라우드 랫폼은 공유

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장하기 때문에 같은 

물리  머신을 사용하는 가상머신에 랜섬웨어

가 감염된다면 공유된 스토리지에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방하기 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7, 8, 9]. 재의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들은 

공개된 랜섬웨어의 시그니쳐를 분석하여 탐지

하거나, 미끼 일을 생성하여 해당 일이 암호

화 되면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것으로 단하여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디스크의 엔트로피를 측정하여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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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가 특정 값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의 암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한다. 이러

한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들은 이미 많은 일

들이 암호화 된 시  이후에 탐지가 되거나 랜

섬웨어를 탐지하기 해 수행되어야 하는 시스

템 모니터링의 오버헤드로 인해 실제 시스템에 

용하는데 한계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랜섬웨어 탐지 기술인 

시그니쳐 기반 탐지와 디스크 엔트로피 기반 

탐지에서 발생하는 한계 을 해 클라우드 

랫폼에서 가상화 된 메모리를 모니터링 하여 

랜섬웨어를 탐지 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

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랜섬

웨어를 탐지하기 한 기존 연구에 해서 설

명하고 한계 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기존 랜

섬웨어 탐지 솔루션의 한계 을 해결한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를 제

안한다. 4장에서는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 

연산 효율성에 한 실험 결과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랜섬웨어 련 연 구

3.1 랜섬웨어 분석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요 데이터(문서, 사

진, 등)를 암호화 시키고 복호화 시켜주는 조건

으로 인 것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 랜

섬웨어는 암호화 된 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복호화 하는 것을 차단하기 해 강력한 암호

화 알고리즘 인 RSA[10], AES[11]를 사용하여 

1024비트 이상의 키로 암호화한다. 랜섬웨어가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는 외부 서버에 장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키를 유추하여 

복호화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랜섬

웨어들은 비트코인과 같이 추 이 어렵고 

 이득을 취하기 쉬운 온라인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변종되어 유포

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감염 피해를 발생시

킨 워 크라이(워 크립토)의 경우 도우즈의 

내부 서비스 취약 을 통해 랜섬웨어를 감염시

켰기 때문에  세계 으로 취약한 도우즈 

운 체제 버 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와 기업

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웹서핑 에 자바스

크립트를 통해 감염되거나, PDF, MS 오피스와 

같이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로그램의 취

약 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에서 랜섬웨어에 한 방  응이 매

우 어렵다.

3.2 랜섬웨어 탐지 기술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하기 해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한 기술

들이 등장하고 있다.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한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시 그 니쳐  기 반  탐지: 시그니쳐 기반 랜섬웨

어 탐지 기술은 랜섬웨어의 시그니쳐를 추출하

기 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 랜섬웨어 일을 

수집하여 행 정보를 분석한다. 그 후 행  정

보의 분석이 완료된 랜섬웨어의 API 호출 순차 

정보와 생성 일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

스를 만들고 에이 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운

체제의 로세스들을 주기 으로 모니터링하

면서 랜섬웨어를 탐지한다. 이러한 랜섬웨어 탐

지기법은 분석이 안 된 신종 랜섬웨어나 시그

니쳐가 변조된 랜섬웨어에 해서 탐지가 불가

능하다는 한계 이 있다.

임시  일  생 성 을 통한 탐지: 임시 일 생

성을 통한 랜섬웨어 탐지 기법은 랜섬웨어가 

특정 확장자를 갖는 일에 해서만 탐색하여 

암호화 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기법

이다. 랜섬웨어가 일을 탐색하는 사용자의 디

스크 역에 다양한 확장자의 일을 생성해놓

고 해당 일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변조가 되

면 랜섬웨어에 감염 되었다고 단한다. 최근 

변종 랜섬웨어는 일의 내용이 요한 데이터

인지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일에 해서는 암

호화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탐지기

법을 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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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스 크 엔 트 로 피  측 정  기 반  탐지: 디스크의 

엔트로피(무작 성) 측정을 통한 랜섬웨어 탐지

기술은 데이터 암호화될 때 엔트로피가 증가된

다는 특징을 이용한다. 데이터가 암호화가 될 

때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의 엔트로피는 상

승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디스크에 장되

어있는 일들의 엔트로피들이 증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일의 암호화가 진행된다고 단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디스크의 체 역을 

반복 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

에 사용자 디스크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한 

디스크의 크기에 따라 탐지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 상이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탐지에서 요한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한계 이 있다.

III.  메모리 분 석 기 반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랫폼 내 발생 할 수 

있는 랜섬웨어 감염을 연산 효율 으로 탐지하

기 한 가상 메모리 분석 기반의 랜섬웨어 탐

지 임워크에 해서 제안한다.

3.1 암호화 특징을 이용한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의 주 기능은 일을 암호화하는 것

이다. 따라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사용자의 일을 암호화한다. 이러한 랜섬웨

어의 부분은 RSA나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따라서 랜섬웨어들은 일을 암호화

하기 한 암호화 라이 러리와 암호화에 쓰이

는 암호화키를 메모리에 로드시켜 일을 암호

화 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신종 랜섬웨어나 

변종 랜섬웨어에 계없이 공통 으로 수행되

는 과정이다. 따라서 메모리의 암호화 라이 러

리가 로드 역과 암호화키가 로드 되는 메모리

역을 모니터링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일 

암호화에 해서 탐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하이퍼바이 를 통해 가상머

신의 메모리에 직 으로 근하기 때문에 가

상머신 운 체제 내부에는 암호화를 모니터링 

하기 한 별도의 에이 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 을 갖고 있다. 

3.2 가상 메모리 모니터링 기술

클라우드 랫폼이나 VDI 환경에서는 하드웨

어 자원을 가상화하여 가상머신에게 할당한다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하이퍼바이 [12]의 모

듈을 활용하거나 수정한다면 호스트 운 체제

에서 가상머신의 자원과 운 체제에 해 근

이 자유로워 별도의 에이 트 설치 없이 게스

트 운 체제 내부를 상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게스트 운 체제의 메모리 역에는 로

세스, 일, 드라이버, 네트워크 등 수많은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화 환

경에서는 하이퍼바이 가 제공하는 가상머신 

리 API를 활용하면 가상머신이 할당받아 사

용하고 있는 메모리 역에 해서 일로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한 근이 매우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메모리 덤 과정은 메

모리의 체 역을 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덤  수행에 따른 성능 /시간  오버헤드가 발

생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

는데 있어서 한계 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버헤

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일 암호화를 

해 로세스에서 로드하는 암호화 련 라이

러리 메모리 역을 추출하고, 해당 라이 러리

를 호출한 로세스의 메모리 역에 해서만 

일로 추출( 로세스 메모리 역에서 암호화

키에 사용한 변수의 주소를 찾기 한 차)한

다면 덤 를 수행해야 하는 역이 최소화 된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메모리 덤 로 인한 

연산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3 가상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

지 임워크

[그림 1] 메모리 모니터링 임 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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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랫폼에서 구동되는 가상머신의 

메모리를 모니터링 하여 랜섬웨어를 탐지 할 

수 있는 임워크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설계 되었다. 랜섬웨어 탐지 임 워크는 클

라우드 랫폼에서 구동 인 가상머신이 할당

받아 사용하는 가상메모리를 덤   분석하여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랜

섬웨어 탐지 임워크 내에 구 된 모듈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Virtual Memory 

Dump Module은 구동 인 가상머신에서 사용

하는 라이 러리가 사용되는 메모리를 일로 

추출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irtual Memory 

Analysis Module은 덤  된 메모리 일을 메

모리 분석도구(Volatility, Rekall)를 활용하여 

메모리 분석을 수행한다. Encryption Library 

Checker Module은 가상머신 운 체제 내부의 

로세스에서 암호화 련 라이 러리 사용하

기 해 로드의 여부를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결

과를 통해 체크한다. Encryption Key Checker 

Module은 암호화 련 라이 러리를 로드한 

로세스 메모리 역에서 암호화키 값이 장 

될 수 있는 사이즈(128, 192, 256, 512, 1024)가 

할당 된 변수들의 주소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Ransomware Detection Module은 가상머신 운

체제 로세스에서 암호화 라이 러리 함수

에 Encryption Key Checker Module을 통해 추

출 된 키 변수 리스트들의 주소가 호출 되면 

암호화가 수행되는 것으로 단한다.

IV .  랜섬웨어 탐지 성 능 평가

본 장에서는 메모리 분석기반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의 탐지 성능에 해서 평가하기 

해 가상머신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을 때 탐지

까지의 소요시간 측정한 실험 결과에 해서 

기술한다.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제 클라우드와 유사한 환경

을 만들기 해 클라우드 랫폼의 표  오

소스 로젝트 오 스택[13]의 Newton 버

을 설치하여 진행하 다. 클라우드 랫폼 서버

는 총 5 로 구성하 으며, 각 서버의 하드웨어

는 CPU Xeon E5-2609(2.5GHz)와  32GB의 메

모리, SSD 128GB를 장착하 다. 클라우드 

랫폼의 호스트 운 체제는 Ubuntu 16.04-64bit

를 사용하 으며, 하이퍼바이 는 

KVM(QEMU)을 사용하 다. 추가 으로 랜섬

웨어 감염여부의 모니터링 상이 되는 가상머

신의 운 체제는 Windows 7 SP 1-64bit를 설

치하 고, 1GB 메모리를 할당 하 다.

4.2 랜섬웨어 탐지 성능 평가

[그림 2]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한 랜섬웨어 

탐지 소요시간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임 

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클라우드 랫폼

에 구동 인 가상머신의 운 체제에 랜섬웨어

를 감염 시키고 이를 탐지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최근 랜섬웨어 

악성코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감염시킨 워

크라이를 사용하 다. 실험에 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상머신 1 에 해서 메모

리 모니터링을 수행해본 결과 워 크라이를 감

염시키고 이를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해 탐지되

는 데까지 약 151ms가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51ms 시간 이내에 랜섬웨어 감염을 탐

지하고 가상머신의 모든 오퍼 이션을 지 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 으로 20

의 가상머신을 구동 시키고 임의의 가상머신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본 결과 탐지까지 약 

3,380ms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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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랜섬웨어 감염에 응하기 해 가상

화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임워크를 제안하 다.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

섬웨어 탐지 임워크는 1GB의 메모리를 갖

는 가상머신 1 가 구동되는 클라우드 랫폼

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을 때 151ms 이내에 

감염에 해서 탐지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모리 모니

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기술이 클라우드 

랫폼이나 VDI 환경에서 랜섬웨어 탐지 기술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A c k n o w l e d g e m e n 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ISP) 

( N R F - 2 0 1 7 R 1 C 1 B 2 0 0 3 9 5 7 , 

NRF-2016R1A4A1011761)

[ 참고 문 헌]

[1] O'Gorman, Gavin, and Geoff McDonald. 

Ransomware: A growing menace. 

Symantec Corporation, 2012.

[2] Luo, Xin, and Qinyu Liao. "Awareness 

education as the key to ransomware 

prevention."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16.4 (2007): 195-202.

[3] CNN,

http://edition.cnn.com/2017/05/14/opinions/

wannacrypt-attack-should-make-us-wanna

-cry-about-vulnerability-urbelis/

[4] Nakamoto,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28.

[5] Microsoft,

https://technet.microsoft.com/en-us/library/

security/ms17-010.aspx

[6] Armbrust, Michael, et al. "A view of 

cloud computing." Communications of the 

ACM 53.4 (2010): 50-58.

[7] Sgandurra, Daniele, et al. "Automated 

Dynamic Analysis of Ransomware: 

Benefits, Limitations and use for 

Detection." arXiv preprint arXiv:1609.03020 

(2016).

[8] 윤정무, 조제경, and 류재철. " 일 I/O 

Interval 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 차단 방

법론."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3 (2016): 

645-653.

[9] Scaife, Nolen, et al. "Cryptolock (and drop 

it): stopping ransomware attacks on user 

data."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ICDCS), 2016 IEEE 3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E, 2016.

[10] Barrett, Paul. "Implementing the Rivest 

Shamir and Adleman public key 

encryption algorithm on a standard digital 

signal processor."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Cryptographic 

Techniqu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1986.

[11] Daemen, Joan, and Vincent Rijmen. 

"AES Proposal: Rijndael. AES Algorithm 

Submission, September 3, 1999." 

[12] Kivity, Avi, et al. "kvm: the Linux 

virtual machine monitor." Proceedings of 

the Linux symposium. Vol. 1. 2007.

[13] Sefraoui, Omar, Mohammed Aissaoui, and 

Mohsine Eleuldj. "OpenStack: toward an 

open-source solution for cloud compu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55.3 (2012).

- 244 -





6월 22일(목) 13:00-14:20

향설1관 206호 발표 논문

암호이론-1

(A-1)

SAT solver를 이용한 SPECK32의 디퍼렌셜의 근사값 계산

이호창, 김서진, 강형철, 홍득조, 성재철, 홍석희 |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부채널 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LEA 마스킹 알고리듬

박은수, 오수현, 하재철 | 호서대학교

MultiMCW 엔트로피 추정법의 고속 구현

김원태, 염용진, 강주성 | 국민대학교

Security analysis and experiment of universal quantum encryption for quantum signature

강민성, 조영욱, 김용수, 한상욱, 문성욱 | KIST

좌장: 이선영 교수 (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05호 발표 논문

시스템 보안

(A-2)

CNG 암호 라이브러리의 비대칭키 관련 함수에서의 키 저장 메커니즘 분석

오인수, 이경률. 이선영, 임강빈 | 순천향대학교

무선공유기의 서명체인 기반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토콜

김병관, 손주환, 정일안 | 한국정보보호시스템

난수화에 기반을 둔 방어 기법에 대한 연구: 데이터 공간 난수화를 중심으로

오현영, 양명훈, 박재성, 백윤흥 | 서울대학교 

JIT-ROP 및 방어 방법에 대한 연구

전성화, 방인영, 박준모, 권동현, 백윤흥 | 서울대학교

좌장: 김수현 교수 (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04호 발표 논문

모바일 보안-1

(A-3)

그래피컬 패스워드에 적합한 새로운 퍼지 해쉬 알고리즘

이수민, 김형식 | 성균관대학교

안드로이드 앱 기반 위해요소 고지 기법 연구

이찬진, 방제완 | 경찰청

더미 파일을 이용하여 원본 덱스를 노출시키지 않는 로딩 기법

조홍래, 최준태, 하동수, 오희국 | 한양대학교

사용자의 공개키를 이용하는 NFC 기반 모바일 쿠폰 시스템

이소원, 신동진, 박창섭 | 단국대학교

좌장: 최대선 교수 (공주남대학교)

향설1관 203호 발표 논문

포렌식

(A-4)

NTFS 파일시스템 시간정보 분석을 통한 폴더 사용패턴 분석 및 시각화 방법

윤종성, 이상진 | 고려대학교

리눅스 시스템의 메모리 포렌식 : 난제와 발전방향

박재유, Joshua I. James | KAIST, 한림대학교

로그인 정보 분석을 통한 웹 브라우저 포렌식 개선 방안

김준기, 한재혁, 이상진 | 고려대학교

원격 포렌식을 활용한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시스템 모델링

김희범, 정상문, 원유재 | 충남대학교

좌장: 김종성 교수 (국민대학교)

세션 A



향설1관 202호 발표 논문

블록체인-1

(A-5)

블록체인 플랫폼의 합의 알고리즘과 서비스

명세인, 한석찬, 허진영, 채송현, 이종혁 | 상명대학교

Ethereum dApp 시스템을 활용한 취약점 분산 관리 플랫폼 제안

임재원, 장태진, 정인우 |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인덕대학교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응용

윤정준, 김지혜, 오현옥 |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

블록체인 동작 과정에 따른 보안 분석

이성범, 이부형, 명세인, 이종혁 | 상명대학교

좌장: 여상수 교수 (목원대학교)

향설1관 225호 발표 논문

해킹 및 취약점 

분석-1

(A-6)

펌웨어 취약점 분석을 통한 임베디드 기기 보안성 검사

임재원, 이바현, 송상준, 전연수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연합회, UpRoot, Theori, 인천대학교

메모리 기반의 파일리스 악성코드 분석 및 탐지방안

이경민, 김경곤, 이상진 | 고려대학교

동적 바이너리 분석을 이용한 자동 취약점 탐지 및 검증

박종섭, 최병철, 이경현 | ETRI, 부경대학교　

특징적 분류를 통한 랜섬웨어의 최신 동향 분석

문기운, 이종혁 | 상명대학교

좌장: 이희조 교수 (고려대학교)

향설1관 224호 발표 논문

정보보호 기타

(A-7)

Generative Adversarial Net을 적용한 CAPTCHA 이미지 생성

권현, 김용철, 윤현수, 최대선 | KAIST, 육군사관학교, 공주대학교

SW 개발보안을 위한 보안약점 분석과 탐지방법 연구

김진국, 장희진, 정승훈, 김희동, 김현숙 | 국방과학연구소

사이버 상황인식을 위한 사이버 킬체인 모델 및 사이버 위협 분류

조성영, 한인성, 정현숙, 구성모, 박무성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정보 보안 교육훈련 증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형택,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좌장: 강병권 교수 (순천향대학교)



6월 22일(목) 13:00-14:20

향설1관 206호 발표 논문

암호이론-2

(B-1)

Quantum challenge response using arbitrary unitary operators

최지웅, 강민성, 윤춘석, 허진오, 한상욱, 문성욱, 양형진 | 고려대학교, KIST,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보완된 큐브암호 UTEC

김민호, 이준, 이호현 | 폴수학학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책임 기관 ID 기반 암호(A-IBE) 연구

최수리, 이동훈 | 고려대학교

VANET환경에서의 익명 인증을 위한 ID기반 일괄 검증 기법 연구

배경진, 김종현, 이동훈 | 고려대학교

좌장: 하재철 교수 (호서대학교)

향설1관 205호 발표 논문

네트워크 보안

(B-2)

클라이언트 기반 실시간 웹 변조 감시 및 탐지체계

박휘랑, 조영호 |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지능적 on-off 웹 변조 공격과 대응 알고리즘

조영호 |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OAuth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 연구

이창훈, 남기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확률적 투표기반 여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보고서 검증기법

임상혁, 조대호 | 성균관대학교

좌장: 김윤정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향설1관 204호 발표 논문

모바일 보안-2

(B-3)

안드로이드 실행파일과 동적 로그를 활용한 코드 분석에 대한 연구

하상민, 강성은, 정수환 | 숭실대학교

안드로이드 권한 기반 리패키징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악성 여부에 관한 연구

이상민, 김승주 | 고려대학교

안드로이드 APK 파일 재컴파일을 통한 모바일 문서 보안 솔루션 취약점 분석

이상민, 김형식 | 성균관대학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포함된 검증키를 이용한 JNI Caller 검증 방법

홍석, 김동욱 | 삼성전자

좌장: 이만희 교수 (한남대)

향설1관 203호 발표 논문

클라우드 보안

(B-4)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가된 신원인증 기반 향상된 데이터 접근제어 스킴

이은지, 곽진 | 아주대학교

중복 제거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의 효율적인 키 갱신 기법

김동이, 박지선, 신상욱 | 부경대학교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중복제거 방안 연구

배원일, 곽진 | 아주대학교

가상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한 클라우드 플랫폼 내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

최상훈, 전우진, 구예은, 박기웅 | 세종대학교

좌장: 곽  진 교수 (아주대학교)

세션 B



향설1관 202호 발표 논문

블록체인-2

(B-5)

이더리움의 분석 및 응용기법

이정혁, 김지혜, 오현옥 |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한계점 제시 및 해결방안 연구

최홍석, 박경수,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블록체인을 도입한 중고 물품 거래 서비스 설계

김보연, 이연희, 이부형, 이종혁 | 상명대학교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활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안 연구

박병주, 곽진 | 아주대학교

좌장: 신상욱 교수 (부경대학교)

향설1관 225호 발표 논문

해킹 및 취약점 

분석-2

(B-6)

Shadow Brokers에 의해 유출된 NSA 윈도우 해킹 툴 분석

송영준, 전상기, 임연주, 이종혁 | 상명대학교

USB를 이용한 Ransomware 공격 설계

최현수, 김성주, 문기운, 이종혁 | 상명대학교

신규 랜섬웨어 공격 가능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이재경, 김예준, 이유정,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Mobileye 카메라의 인식 방법에 대한 블랙박스 분석

윤석빈, 권유진, 신호철, 노주환, 김용대 | KAIST

좌장: 김수현 교수 (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24호 발표 논문

영어논문세션

(B-7)

A framework for mitigating zero-day attacks in IoT

Vishal Sharma, 김지윤, 권순현, 유일선, 이경률, 임강빈 | 순천향대학교

Secure and Privacy Preserving Authentication in Vehicular Social Network

Ubaidullah Rajput, Zeinab Rezaiefer, Heekuck Oh | 한양대학교

An Authentication Framework for E-Health Monitoring System in Smart Village

Akash Suresh Patil, Kyung-Hyune Rhee | 부경대학교

A Proposal of a Secure Home Care Remote Monitoring Application by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Kweka Bruno Joachim, Kyung-Hyune Rhee | 부경대학교

좌장: 이종혁 교수 (상명대학교)



6월 23일(금) 14:40-16:00

향설1관 206호 발표 논문

IoT 보안

(C-1)

IoT기반 DDoS 악성코드 대응방안

문병우, 황동현, 염흥열 | 아주대학교

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플러그 분석

곽지원, 김승주 | 고려대학교

사물인터넷 환경의 암호 키 관리 기준 동향 분석

김대운, 최은영, 박해룡 | KISA

IoT 환경에서 ECDH 공개키를 이용한 디바이스 인증 및 키 설정 프로토콜

이종훈, 한상우, 박창섭 | 단국대학교

좌장: 민병길 (국가보안연구소)

향설1관 205호 발표 논문

융합 및 산업 

보안

(C-2)

내적 암호를 이용한 안전한 전기 요금 과금 방법

임종혁, 윤예진, 이문규 | 인하대학교

스마트시티 보안위협 및 대응방안 분석

송지현, 태진희,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국내·외 원전 I&C 시스템 사이버보안 규제지침의 기술적 보안조치 항목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연구

송진우, 이가영, 홍기섭,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스마트팩토리 보안위협 및 대응방안 연구

김슬기, 서승민, 박새얀,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좌장: 서정택 교수 (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04호 발표 논문

BIG DATA 및 

인공지능 보안

(C-3)

실시간 내부자 위협 탐지 시스템을 위한 로그 수집 및 분석 연구

강기태, 하동욱, 신종호, 류연승 | 명지대학교

양방향 LSTM과 Word2Vec기반 악성코드 분류

윤태욱, 박찬수, 황태규, 최준희, 김성권 | 중앙대학교

딥러닝 기반 악성코드 분류 기법 분석

이동근, 김민겸,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학습 기반 비정상 행위 탐지 연구의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난관들에 대한 정리

이하윤, 서지원, 안선우, 이영한, 백윤흥 | 서울대학교

좌장: 이화민 교수(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03호 발표 논문

개인 정보보호 및 

ID 관리

(C-4)

전자 암호 화폐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동향

김승리, 김지혜, 오현옥, 이승화 |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바이트코드 수정을 통한 안드로이드 앱의개인정보 접근권한 개별 제어 기법

백현준, 하동수, 오희국 | 한양대학교

차세대 IT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익명 인증서 관리 방안

최석준, 곽진 | 아주대학교

지능형 CCTV 환경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유사도 기반 가상얼굴 생성기법

이동혁, 박남제 | 제주대학교

좌장: 이경률 교수(순천향대학교)

세션 C



향설1관 202호 발표 논문

정보보호표준 및 

평가/인증

(C-5)

기반시설 ICS IT보안솔루션 적용표준에 관한 연구

전낙신, 윤지원 | 고려대학교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중․소형 공공기관 정보보안 활동의 효과성 내재화 연구

강창식 | 고려대학교

SOFA-B로 본 바이오 인증 안전도 테스트 분석연구

김지혜, 사경진,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의료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한 연구

황동현, 문병우,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좌장: 최  창 교수(조선대학교)

향설1관 225호 발표 논문

정보보호 

정책/법/제도

(C-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환, 이상근, 정우진,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생체정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생체정보에 대한 개정(안) 제시

장원영, 최동준, 김슬기,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규모 산정과 사이버보험시장으로의 적용

서준우, 박무성, 이경호 | 고려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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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스마트시티 환경에서의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개정(안) 제시
임홍택, 김동현, 이가영,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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