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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랜섬웨어를 통한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12일 등장한 랜섬웨
어인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적으로 2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현재는 랜섬웨어가 개인
PC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대규모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타겟으
로 확장 될 것이다. 따라서 랜섬웨어로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은 신종 랜섬웨어 혹은 변종
랜섬웨어를 탐지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랜섬웨어 탐지를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의 연산오버헤드
로 인해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기존의 랜섬웨어들은 일반적인 PC를 주요

I. 서론
2017년 5월 12일을 전 세계의 기업과 국가
기관의 컴퓨터가 랜섬웨어[1, 2]에 대규모로 감
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3]. 랜섬웨어란 컴퓨터
내의 파일들을 암호화 시키고, 파일의 몸값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의미한
다. 랜섬웨어 이전에도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
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성코
드들은 많이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4]이 등장이
후 익명성과 계좌추적의 어려운 특징을 이용하
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 가장 많이 이슈
가 되고 있는 워너크라이(워너크립토)라는 랜섬
웨어의 경우, 윈도우즈의 SMB취약점[5]을 이용
하여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소 20만대 이상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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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였지만 데이터를 중심으로 화두가 되
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랜섬웨
어의 타겟이 클라우드 플랫폼[6]을 사용하는 기
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공유
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같은
물리적 머신을 사용하는 가상머신에 랜섬웨어
가 감염된다면 공유된 스토리지에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다[7, 8, 9]. 현재의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들은
공개된 랜섬웨어의 시그니쳐를 분석하여 탐지
하거나, 미끼파일을 생성하여 해당 파일이 암호
화 되면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스크의 엔트로피를 측정하여 엔

트로피가 특정 값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파

내부 서비스 취약점을 통해 랜섬웨어를 감염시

일의 암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

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윈도우즈

한 랜섬웨어 탐지 솔루션들은 이미 많은 파일

운영체제 버전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와 기업

들이 암호화 된 시점 이후에 탐지가 되거나 랜

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시스

감염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웹서핑 중에 자바스

템 모니터링의 오버헤드로 인해 실제 시스템에

크립트를 통해 감염되거나, PDF, MS 오피스와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같이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취

이와 같이 랜섬웨어가

본 논문에서는 기존 랜섬웨어 탐지 기술인

약점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시그니쳐 기반 탐지와 디스크 엔트로피 기반

관점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매

탐지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위해 클라우드 플

우 어렵다.

랫폼에서 가상화 된 메모리를 모니터링 하여
랜섬웨어를 탐지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
안한다.

3.2 랜섬웨어 탐지 기술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랜섬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설

예방하기 위해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명하고 한계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기존 랜

들이 등장하고 있다.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섬웨어 탐지 솔루션의 한계점을 해결한 메모리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

시그니쳐 기반 탐지: 시그니쳐 기반 랜섬웨

안한다. 4장에서는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

어 탐지 기술은 랜섬웨어의 시그니쳐를 추출하

연산 효율성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기 위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 랜섬웨어 파일을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수집하여 행위정보를 분석한다. 그 후 행위 정
보의 분석이 완료된 랜섬웨어의 API 호출 순차
정보와 생성 파일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
스를 만들고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운

II. 랜섬웨어 관련 연구

영체제의 프로세스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
면서 랜섬웨어를 탐지한다. 이러한 랜섬웨어 탐
3.1 랜섬웨어 분석

지기법은 분석이 안 된 신종 랜섬웨어나 시그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중요 데이터(문서, 사
진, 등)를 암호화 시키고 복호화 시켜주는 조건
으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 랜
섬웨어는 암호화 된 파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복호화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
화 알고리즘 인 RSA[10], AES[11]를 사용하여
1024비트 이상의 키로 암호화한다. 랜섬웨어가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는 외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키를 유추하여
복호화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랜섬
웨어들은 비트코인과 같이 추적이 어렵고 금전
적 이득을 취하기 쉬운 온라인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변종되어 유포
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감염 피해를 발생시
킨 워너크라이(워너크립토)의 경우 윈도우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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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쳐가 변조된 랜섬웨어에 대해서 탐지가 불가
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임시 파일 생성을 통한 탐지: 임시 파일 생
성을 통한 랜섬웨어 탐지 기법은 랜섬웨어가
특정 확장자를 갖는 파일에 대해서만 탐색하여
암호화 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기법
이다. 랜섬웨어가 파일을 탐색하는 사용자의 디
스크 영역에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을 생성해놓
고 해당 파일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변조가 되
면 랜섬웨어에 감염 되었다고 판단한다. 최근
변종 랜섬웨어는 파일의 내용이 중요한 데이터
인지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암
호화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탐지기
법을 우회한다.

디스크 엔트로피 측정 기반 탐지: 디스크의
엔트로피(무작위성) 측정을 통한 랜섬웨어 탐지
기술은 데이터 암호화될 때 엔트로피가 증가된
다는 특징을 이용한다. 데이터가 암호화가 될
때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엔트로피는 상
승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디스크에 저장되
어있는 파일들의 엔트로피들이 급증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파일의 암호화가 진행된다고 판단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디스크의 전체 영역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한계점 때문
에 사용자 디스크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디스크의 크기에 따라 탐지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 상이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탐지에서 중요한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3.2 가상 메모리 모니터링 기술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VDI 환경에서는 하드웨
어 자원을 가상화하여 가상머신에게 할당한다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하이퍼바이저[12]의 모
듈을 활용하거나 수정한다면 호스트 운영체제
에서 가상머신의 자원과 운영체제에 대해 접근
이 자유로워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게스
트 운영체제 내부를 상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게스트 운영체제의 메모리 영역에는 프로
세스, 파일, 드라이버, 네트워크 등 수많은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화 환
경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가상머신
관리 API를 활용하면 가상머신이 할당받아 사
용하고 있는 메모리영역에 대해서 파일로 추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매우

III. 메모리 분석기반 랜섬웨어 탐지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메모리 덤프과정은 메

프레임워크

모리의 전체영역을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내 발생 할 수

덤프 수행에 따른 성능적/시간적 오버헤드가 발

있는 랜섬웨어 감염을 연산 효율적으로 탐지하

생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

기 위한 가상 메모리 분석 기반의 랜섬웨어 탐

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버헤

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안한다.

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 암호화를 위
해 프로세스에서 로드하는 암호화 관련 라이브

3.1 암호화 특징을 이용한 랜섬웨어 탐지

러리 메모리 영역을 추출하고, 해당 라이브러리
를 호출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만

랜섬웨어의 주 기능은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

파일로 추출(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에서 암호화

이다. 따라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하

키에 사용한 변수의 주소를 찾기 위한 절차)한

여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한다. 이러한 랜섬웨

다면 덤프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이 최소화 된

어의 대부분은 RSA나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메모리 덤프로 인한

활용한다. 따라서 랜섬웨어들은 파일을 암호화

연산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기 위한 암호화 라이브러리와 암호화에 쓰이
는 암호화키를 메모리에 로드시켜 파일을 암호
화 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신종 랜섬웨어나
변종 랜섬웨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행되

3.3 가상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
지 프레임워크

는 과정이다. 따라서 메모리의 암호화 라이브러
리가 로드영역과 암호화키가 로드 되는 메모리
영역을 모니터링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파일
암호화에 대해서 탐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가상머
신의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
상머신 운영체제 내부에는 암호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별도의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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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모리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 구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가상머신의

는 총 5대로 구성하였으며, 각 서버의 하드웨어

메모리를 모니터링 하여 랜섬웨어를 탐지 할

는 CPU Xeon E5-2609(2.5GHz)와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모리, SSD 128GB를 장착하였다. 클라우드 플

설계 되었다.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 워크는 클

랫폼의 호스트 운영체제는 Ubuntu 16.04-64bit

라우드 플랫폼에서 구동중인 가상머신이 할당

를

받아 사용하는 가상메모리를 덤프 및 분석하여

KVM(QEMU)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랜섬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랜

웨어 감염여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가상머

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 내에 구현된 모듈에

신의 운영체제는 Windows 7 SP 1-64bit를 설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Virtual Memory

치하였고, 1GB 메모리를 할당 하였다.

사용하였으며,

32GB의 메

하이퍼바이저는

Dump Module은 구동중인 가상머신에서 사용
하는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 메모리를 파일로

4.2 랜섬웨어 탐지 성능 평가

추출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irtual Memory
Analysis Module은 덤프 된 메모리 파일을 메
모리 분석도구(Volatility, Rekall)를 활용하여
메모리 분석을 수행한다. Encryption Library
Checker Module은 가상머신 운영체제 내부의
프로세스에서 암호화 관련 라이브러리 사용하
기 위해 로드의 여부를 가상머신 메모리 분석결
과를 통해 체크한다. Encryption Key Checker
Module은 암호화 관련 라이브러리를 로드한 프
로세스 메모리 영역에서 암호화키 값이 저장

[그림 2]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한 랜섬웨어

될 수 있는 사이즈(128, 192, 256, 512, 1024)가

탐지 소요시간

할당 된 변수들의 주소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

Ransomware Detection Module은 가상머신 운

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

영체제 프로세스에서 암호화 라이브러리 함수

에 구동중인 가상머신의 운영체제에 랜섬웨어

에 Encryption Key Checker Module을 통해 추

를 감염 시키고 이를 탐지하는데 소요되는 시

출 된 키 변수 리스트들의 주소가 호출 되면

간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최근 랜섬웨어

암호화가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악성코드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감염시킨 워
너크라이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IV. 랜섬웨어 탐지 성능평가

가상머신 1대에 대해서 메모

리 모니터링을 수행해본 결과 워너크라이를 감

본 장에서는 메모리 분석기반 랜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의 탐지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
해 가상머신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을 때 탐지
까지의 소요시간 측정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염시키고 이를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해 탐지되
는 데까지 약 151ms가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51ms 시간 이내에 랜섬웨어 감염을 탐
지하고 가상머신의 모든 오퍼레이션을 중지 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20대
의 가상머신을 구동 시키고 임의의 가상머신에

4.1 실험환경

랜섬웨어를

본 논문에서는 실제 클라우드와 유사한 환경
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의 대표적 오
픈소스 프로젝트 오픈스택[13]의 Newton 버전
을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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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ms가 소요되었다.

결과

탐지까지

약

security/ms17-010.aspx

V.결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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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랜섬웨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cloud computing." Communications of the

화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섬웨어 탐지 프레

ACM 53.4 (2010): 50-58.

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메모리 모니터링 기반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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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웨어 탐지 프레임워크는 1GB의 메모리를 갖
는 가상머신 1대가 구동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을 때 151ms 이내에

Dynamic

Analysis

of

Benefits,

Limitations

Ransomware:
and

use

for

Detection." arXiv preprint arXiv:1609.03020

감염에 대해서 탐지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2016).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모리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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