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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정보의 가치는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연결 다.. 이와 맞물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이 

발 함에 따라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장 리 한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정보를 노리는 

악성 행 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사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불법으로 설치

되어 사용자의 디지털 일(정보)를 인질로 잡아 인 요구를 하는 악성 로그램인 랜섬웨어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운 체제의 시스템 콜 후킹을 통한 읽기/쓰기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랜섬웨어  일 암호화 기반 랜섬웨어로부터 사용자가 선택 으로 

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1. 서론

  랜섬웨어(Ransomware)는 1989년 PC 사이보그사의 에

이즈 정보 디스켓을 통한 유포로 시 로 하여 재까지 

꾸 히 발 해 해왔다[2]. 그리고 최근 Tor(익명 네트워

크) 기반의 결제 홈페이지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

템의 발 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많이 유포되

고 있다[1]. 뿐만 아니라 공개와 개인키 방식을 통한 암호

화 방식으로 랜섬웨어 제작자가 아니면 일의 복구는 실

질 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랜섬웨어로부터 일과 컴퓨터를 보호하는 기술,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랜섬웨어를 방어하기에는 재 

개발된 기술로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식은 랜섬웨어의 근본 인 안은 아니지만, 보호할 일

을 선택하고 읽기/쓰기 권한을 제한하여 일암호화 랜섬

웨어로부터 일을 좀 더 효과 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

안하려고 한다.

2. 련연구

 2.1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Ransom(몸값)과 Software(

소 트웨어)의 합성어이다. 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

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

아 을 요구하는 악성 로그램을 뜻한다[1]. 기 랜

섬웨어는 특정 확장자의 일을 암호가 설정된 압축 일

로 만들어 몸값을 요구하 다. 그 후 세계 으로 랜섬웨어

가 유포되었고, 다양한 변종의 랜섬웨어가 출 되고 있다

[3]. 랜섬웨어의 종류는 화면 잠 형 랜섬웨어와 일 암

호화형 랜섬웨어로 나  수 있다. 화면 잠 형 랜섬웨어는 

바탕화면 체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불안

감을 조성하여 을 요구한다[4]. 일 암호형 랜섬웨어

의 경우 비 칭 키 암호화 방식(RSA 2048, AES 256, 

ECC 알고리즘 등)으로 디지털 기기에 장되어 있는 각

종 문서, 데이터 베이스 등을 암호화 시켜 일을 복호화 

하기 해 을 요구한다. 화면 잠 형 랜섬웨어의 경우

에는 시스템 복원, MBR 복구 등 복원 가능성이 비교  

높은 편이나 일 암호형 랜섬웨어는 복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

 2.2 랜섬웨어로인한 피해량[5][6]

  16년 한 해에만 62개의 신종 랜섬웨어가 개발 유포되었

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 다[5][6]. 국내에서는 `15년에는 

2,678건, `16년에는 3,255건으로 랜섬웨어 피해 신고가 증

하 다. FBI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으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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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동안  비트코인을 통해 랜섬웨어 복구 지  액만 

8억 달러, `16년 한 해에는 지 액은 10억 달러 정도로 추

정하고 있다. 국내의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5년

에는 1,090억 원, `16년에는 3,000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17년)에는 랜섬웨

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할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

 2.3 기존 일 암호화 랜섬웨어 방어 기술과 한계 

  2.3.1 시그니처 기반 탐지

  기존의 백신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진 

랜섬웨어의 시그니처(YARA, Pattern matching)을 토 로 

랜섬웨어를 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시그니처 

기반 탐지는 새로운 유형의 랜섬웨어일 경우 막지 못할 

확률이 높다.

 2.3.2 행 차단 기법

  랜섬웨어의 주요 유포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DBD(Drive By Download)와 이메일 첨부 일, p2p를 통

한 방법이 있다[4]. 이를 통해 인터넷 라우 와 같은 

로세스가 새로운 로세스를 생성하거나, 일을 암호화 

하는 행동을 감시하여 로세스를 차단하는 행 를 통해

서 랜섬웨어를 방지한다. 한 랜섬웨어의 동작 과정  

비정상 으로 I/O 행 가 발생하기 때문에 I/O Interval을 

확인하여 로세스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7]. 그러나 오

탐(False Positive)으로 인해 빈번하게 로세스를 차단하

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수 있는 단

이 있다.

 2.3.3 자동 백업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백업 기술을 이용해서 MS Office, HWP, 

PDF, 이미지 일을 실시간으로 자동 백업하는 방법이다

[8]. 이를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다시 복구하는 

방식의 방어 방법이 존재한다. 와 같은 방법의 경우에는 

용량 데이터도 와 같은 방식으로 백업하기 때문에 자

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3. 제안하는 선택  일의 읽기/쓰기 권한 연구

 3.1 설계

  재까지 다양한 랜섬웨어 방지를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 인 책은 부재한다. 이로 인해 

지속 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식은 모든 일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요한 일

만 선택 으로 효율 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선택된 일

의 읽기/쓰기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일을 보호 할 

수 있다. 선택된 일의 경우에 쓰기 권한만 제한하기 때

문에 문서를 보거나 재생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다. 만약 

문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한을 풀고 수정 후 다

시 제한하면 된다.  읽기/쓰기 권한 제한을 해서 운 체

제의 일과 폴더의 Handle을 획득하는 Kernel Mode 

API(System Call)를 후킹(hooking) 함으로써 구 한다. 

Kernel Mode API를 후킹 하는 이유는 User Mode에서 

Handle을 획득하는 API는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련 API를 모두 후킹하는 작업은 비효율 이다. 한 읽기

/쓰기 권한을 제한하기 어렵기에 Kernel Mode API를 후

킹 방법을 사용한다.

 3.2 동작원리

  도우 환경에서 ZwCreateFile(Kernel Mode API)의 호

출을 통해서 일에 근한다. 해당 함수의 원형[그림1]을 

확인해본다. 본 연구와 련된 매개변수를 확인해보면 

DesiredAccess 인자의 경우 일의 근 권한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ObjectAttributes 인자의 경우에는 

일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객체로서 보호할 일을 선

택할 때 사용된다. 의 매개변수들을 확인하여 읽기/쓰기 

권한과 일 선택 기능을 구 함으로써 [그림2]와 같은 

체 인 도식화를 그려 볼 수 있다. [그림3]의 경우 후킹한 

ZwCreateFile 함수에서 보호하는 일을 확인하고 읽기/

쓰기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그림1] ZwCreateFile 원형[9]

[그림2] 일보호 시스템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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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후킹한 ZwCreateFile 함수 내부

 4.3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 실제 많이 유포되고 있는 랜섬웨어인 

CERBER를 감염, 일의 감염 유무를 확인하 다. 실험 

환경은 [표1]과 같이 구성하 다. Compare_Folder 아래 

[표2]와 같이 같은 내용의 이미지를 Normal.jpg (보호되지 

않는 일)과 Protecting File.jpg(보호 인 일)구성, 

CERVER 랜섬웨어를 감염 시켰다. 그 결과 [표3]과 같이 

보호되지 않는 일은 일 이름과 확장자가 변경되고, 내

용 한 같이 변경되었다. 반면 보호 인 일의 경우 이

름, 확장자, 내용 모두 랜섬웨어로부터 보호 되었다.

[표1] 실험 환경

실험 환경
OS Windows XP 32bit

랜섬웨어 일 CERBER Ransomware[10]

보호할 일 Protecting File.jpg

[표2] 랜섬웨어 감염

[표3] 랜섬웨어 감염 후

5. 결론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최근 속히 증가하 다. 그리

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

이다. 이러한 에 응하고자 선택 으로 일의 읽기/

쓰기 권한 제한을 통한 응책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로부터 선택된 일의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하지만 보호 일을 선택하고 수정할 때 사용자의 

번거로움의 문제 이 상된다. Kernel Mode API를 후킹 

하 기 때문에 백신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 도 상

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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