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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서론론  

 악성코드 중에 랜섬웨어는 2021년 가장 위협적

인 요소[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랜섬웨어 

공격 평균 요구금액이 한화 27억원을 요구하였다.[2] 

향후 우려되는 악성코드에서도 랜섬웨어가 선정[2]

되었다. 이와 같이 랜섬웨어의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랜섬웨어 방어 연구

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랜섬웨어로부터 피해를 방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첫번째 방법으로 랜섬웨어가 실행되기전 

사전에 탐지되거나 두번째 방법은 랜섬웨어가 실

행되는 과정에서 증상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세번

째 방법은 랜섬웨어가 감염되더라도 복구하는 방식

으로 랜섬웨어 피해로부터 방어 기술들이 연구되어

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서 랜섬웨어는 끊임

없이 고도화되어 사전에 특정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알려져 이를 탐지하는 방식으로는 점차 악성코드 

탐지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랜섬웨어가 감

염된 후 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는 이전 데이터를 

백업해야 하거나 복호화 키를 찾아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존의 방

법에 대해 서술하고 랜섬웨어의 특징을 통해 랜

섬웨어를 탐지하는 기술 연구들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랜섬웨어를 탐지 

기술 연구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22..  악악성성코코드드  탐탐지지  과과정정  

랜섬웨어 또한 악성코드로 악성코드의 탐지 기술

은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분석은 악성코드를 수집하고 수집된 악성코드의 특

징을 분석하여 해당 악성코드의 시그니처를 생성하

고 이를 탐지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악성코드

의 수집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악성코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 

동적 분석은 악성코드가 수행하는 행위를 분석하여 

탐지하는 기법과 가상의 격리 공간에서 의심 파일을 

실행시켜 행위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다. 악성코드가 

수행하는 행위를 분석하여 탐지하는 기법은 API 함

수 수행 및 특정 이벤트 등 악성코드가 악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호출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그 행

 

 

요요  약약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랜섬웨어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발전되어왔다. 기존의 악성코드 탐지 기법에서 보다 랜섬웨어의 특징을 가지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들이 

연구되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악성코드 탐지 기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랜섬웨어의 

특징과 함께 그 특징들을 통한 다양한 탐지 기법들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결론에서 

랜섬웨어 탐지 기법의 시사점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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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알려지지 않

은 악성코드에 대해서 실행 과정의 행위를 분석하여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러한 패턴

이 변형되면 악성코드 탐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동

적 분석에 또 다른 기법인 가상의 격리 공간에서 의

심 파일을 실행시켜 분석 및 탐지하는 기법은 악성코

드에 의한 피해를 격리 공간의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

에 사전에 수집되지 않은 악성코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법은 격리 공간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자원이 소모된다. 

 

33..  랜랜섬섬웨웨어어  탐탐지지  기기법법  연연구구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연구들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랜섬웨어가 공통

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파악해야 한다.  랜섬웨

어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랜섬웨어는 로컬 및 네트워크 스토

리지를 탐색하여 랜섬웨어의 대상이 되는 파일을 

찾아 암호화를 수행하며 암호화가 완료되면 사용

자에게 복호화 금액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랜섬

웨어가 갖는 특징으로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 

송수신, 특정 파일 검색, 암호화 연산, 잦은 I/O 

요청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으로 랜섬

웨어 감염 과정을 탐지하는 기법들에 대해 서술한다. 

 

33..11..  네네트트워워크크  분분석석을을  통통한한  랜랜섬섬웨웨어어  탐탐지지  기기법법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분석

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졌다. 랜섬웨어는 네트워

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며 또는 랜섬

웨어가 암호화할 대상을 탐색하기 위해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스토리지를 찾는 경우도 있다. 또한, 

랜섬웨어는 C&C(Command & Control) 통신을 

통해 다음 공격으로 이어지거나 암호화 외에도 

주요 데이터 유출에 DNS를 사용하는 특정도 있

다. 이러한 랜섬웨어 특징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탐지하는 기술도 연구되어졌다.  

랜섬웨어의 네트워크 특정 패턴을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켜 탐지하는 연구[3]가 

있으며 해당 연구는 네트워크를 통한 랜섬웨어 

탐지 기술 연구 중에는 랜섬웨어가 수행되고 네

트워크 통신하는 과정에서 특정 패턴이 발견됨을 

통해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앞서 설명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특정 패턴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탐지하지만 이를 

학습하기 위해 VirusTotal을 통해 학습시키는 랜

섬웨어 탐지 연구[4]도 있다. 또한, VirusTotal에 

존재하지 않는 신종 랜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 머신 러닝 연구[5]도 존재한다. 

이는 랜섬웨어가 트래픽에서 사용하는 요청들을 

분석하고 해당 패턴을 학습하여 신종 랜섬웨어를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33..22..  파파일일  시시스스템템  모모니니터터링링을을  통통한한  랜랜섬섬웨웨어어  탐탐지지  기기법법  

랜섬웨어는 특정 파일을 탐색하여 암호화를 수행하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랜섬웨어의 특징으로 랜섬웨

어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부러 허니팟이라고 하

는 트랩을 설치하여 탐지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트랩을 설치하여 탐지하는 연구[6]로 랜섬웨어가 

그림 1. 랜섬웨어 감염 과정에 따른 탐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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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을 탐지하고 암호화하는 특징을 탐지하

기 위해 사용자가 트랩이 되는 허니팟 폴더를 설치

하고 일반 파일들과 유사하게 배치한다. 해당 폴더

에 플래그를 지정하고 이 해당 폴더가 암호화 대상

이 되어 암호화가 수행되는 과정에 포착하여 이를 

조기에 탐지하는 연구이다. 또 다른 연구로는 

FSRM (File Server Resource Manager)을 모니터

링하여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연구[7]이다. 해당 연

구는 앞서 설명한 허니팟 폴더와 이벤트 로그 분석

을 모니터링 한다. 허니팟 폴더의 감시를 수행하고 

이벤트 로그 분석을 통해 수정된 파일의 수를 계산

하여 랜섬웨어를 탐지한다.     

랜섬웨어는 파일 시스템에 암호화 공격을 가하는 악

성코드이기때문에 파일 시스템에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랜섬웨어가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패턴을 감지한다.  

랜섬웨어가 시스템 내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해 파

일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는 접근 흔적을 남기고 특정 

패턴이 발생한다. 랜섬웨어가 수행되는 동안의 I/O 

요청 빈도를 모니터링하고 파일의 Shannon Entropy

를 모니터링하여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기술[8]이 연

구되었다. Shannon Entropy는 파일 내 문자 출현 혼

잡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머신 러닝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으로 이전 I/O 

상태를 기반으로 패턴을 만들어 학습시켜 랜섬웨어 

시퀀스를 탐지하는 기술[9]도 연구되었다. 앞서 설명

한 허니팟을 통한 랜섬웨어 탐지 기술과 같이 파일 

시스템의 특정 폴더만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탐지하

는 기술 연구도 있다.  

 
33..33..  시시스스템템  흔흔적적을을  통통한한  랜랜섬섬웨웨어어  탐탐지지  기기법법  

악성코드가 수행되고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

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흔적은 이벤트 로

그, 파일 시스템 기록 등이 있으며 이는 악성코드 

피해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랜섬웨어가 시스템 

내에 남기는 흔적을 통해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연구들도 발전되어왔다.  

랜섬웨어의 흔적은 파일 시스템에서 주로 확인

될 수 있으며 암호화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IRP 

(I/O Request Packet)인 I/O 요청 빈도를 모니터

링하는 것으로 랜섬웨어 탐지를 수행하는 기술

[10]이 연구되었다. 허니팟과 같이 미끼 파일을 

설치하여 해당 파일이 변경되는 흔적이나 시스템 

내 write 작업의 빈도 흔적, 파일의 Entropy 수

치 등을 머신 러닝을 통해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기술[11]도 연구되어졌다. 이 외에도 ACL 

(Access Control List)의 모니터링을 통해 파일

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감지하여 랜섬웨어

를 탐지하는 기술[12]이 연구되었다.  

 

33..44..  그그  외외  랜랜섬섬웨웨어어  탐탐지지  기기법법  

랜섬웨어 탐지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허니팟 

설치, 파일 시스템 모니터링, 랜섬웨어의 흔적 분

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랜섬웨어의 특징을 탐지

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랜섬웨어 감

염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랜섬웨어가 감염하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MTD(Moving Target Defense) 기술을 적용하는 기

술로 파일 확장자에 무작위 파일 확장자를 생성하여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13]이 연구되었다. 그 

외에도 랜섬웨어가 감염시키려는 하드웨어 스토리지에 

펌웨어 단계에서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

[14]로 기존 파일이 읽힌 후 암호화와 삭제 과정 또

는 덮어쓰기 과정이 진행되면 이를 스토리지 펌웨어가 

감지하여 이를 차단하고 복구하는 기술도 연구되었다. 

랜섬웨어에서 Microsoft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는 경우에 랜섬웨어 감염에 쓰인 키를 복원하고 파일 

암호화를 복호화 하는 기술[15]도 연구되었다.  

 

44..  결결론론  

앞서 본 논문에서는 정통적으로 수행되던 악성

코드 탐지보다 랜섬웨어의 특징들을 갖고 탐지하

는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랜섬웨어

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랜섬웨어를 탐

지할 수 있었다. 랜섬웨어 탐지를 위해 랜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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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들을 다양한 곳에서 모니터링하였으며 3.1에

서는 네트워크 행위를 모니터링 하였고 3.2에서

는 파일 시스템의 행위를 모니터링하였다. 3.3에

서는 랜섬웨어가 파일을 수정 및 삭제하는 행위

를 모니터링하였다. 그러나 랜섬웨어 탐지를 위해

서는 시스템 내부 자원을 모니터링하거나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머신 러닝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오버헤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랜섬웨어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

러한 시스템 오버헤드를 감수해야 하지만 보다 

경량화된 방식의 랜섬웨어 탐지 기술이 연구되어

져야 한다. 또한, 점차 고도화되는 랜섬웨어 기술

에 맞춰 탐지 기술도 함께 연구되어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로부터 지속적인 방어 체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  

 

AAcckknnoowwlleeddggeemmeenntt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

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 (No.2019-0-00426, IoT 

- 기반 이식 침습 형 고위험 의료장치를 위한 능동형 

킬 스위치 및 바이오 마커 활용 방어 시스템 개발, 

10%), (No.2021-0-01816 , 메타버스 자율 트윈 핵

심기술 연구, 10%)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

2020R1A2C400273, IoT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지능

형 분석 플랫폼 기술 연구, 80%)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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