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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요 일을 암호화한 후 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성코드로,  세계 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랜섬웨어는 앱을 통해 동작하기 때문에, 앱의 악의 인 

암호화 기능 수행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원 제한 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요한 일들에 한 암호화 수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한 방안으로 

Shannon 엔트로피 값 비교가 있다. 하지만 일의 종류에 따라 Shannon 엔트로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암호화 기능 수행에 한 오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에 한 분할된 

Shannon 엔트로피 값을 측정하여 암호화 기능 수행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1. 서론

   2017년 매 분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악성코드는 랜

섬웨어이며,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

다[1].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복호화에 한 가로 을 요구하는데, 을 지불했

을 때 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에 한 여부는 불확실하

다. 랜섬웨어로 인해 일이 암호화된 경우 이를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 에 방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2].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랜섬웨어 앱의 동작을 실시간으

로 탐지하기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로는 

Jing Chen 등의 연구[3] 등이 있다. 해당 연구의 첫 단계

는 모니터링 인 요 일들이 암호화되었는지 실시간

으로 검사하며, 이를 해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할 경우 일에 따라 

엔트로피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다. 평문/암호문을 구분하

는 엔트로피 기 값을 정하더라도 평문의 엔트로피값이 

기 보다 높거나 암호문의 엔트로피 값이 기 보다 낮은 

외 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엔트로피 값 비

교를 통한 암호화 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

하다.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E1A1A0

1075110).

   본 논문의 2장에서는 Shannon 엔트로피와 랜섬웨어의 

암호 알고리즘  근 일 종류에 한 련 연구를 다룬

다. 3장에서는 분할된 Shannon 엔트로피 값을 측정하여 

일 암호화 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며, 4장에서는 향후 연구에 해 언 하며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Shannon 엔트로피

   Shannon 엔트로피는 일 내의 값 분포를 이용해 암

호화 여부를 단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암호 알고리

즘의 성질  혼돈에 의해 암호문의 값 분포는 평문에 비

해 균일해진다[4]. 따라서 특정 일의 Shannon 엔트로피 

값이 높은 경우, 해당 일은 암호화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엔트로피 값은 최  8을 가지며, 다음의 연산을 통

해 엔트로피 값을 측정할 수 있다.

 
  



 ,  



(는 일 내 i의 개수이며, filesize는 일의 크기(바이

트 단 )이다.)

2.2 랜섬웨어에 이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일 종류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화 타겟은 주요 랜섬웨어들이 이

용했던 것들을 사용한다. 킬디스크, 워 크립터 등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Triple-DES CBC, AES-128 CBC, 

AES-256 CBC를 이용했으며[5] 주로 문서 일들에 근

- 279 -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하 다[4]. <표 1>은 주요 랜섬웨어들이 이용한 암호 알

고리즘과 근 일 종류들을 정리한 것이다.

분 류 세부 항목

암호 알고리즘 Triple-DES, AES-128, AES-256

근 일 pptx, docx, pdf, xlsx

<표 1> 주요 랜섬웨어의 암호 알고리즘  근 상

3. 제안 사항

   기존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해 일의 암호화 여부

를 별하는 방안은 일 체에 한 엔트로피를 계산한

다. 하지만 기존 방안은 별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방안의 문제 을 분석하고,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제안한다.

3.1 기존 방안의 문제  분석

   평문의 엔트로피가 암호문의 엔트로피보다 높을 수 있

다. 한 일에 해 암호화를 용했을 때, 암호문의 엔트

로피 값이 평문의 값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평문을 암

호문으로 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오탐하는 상황을 래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암호문의 엔트로피 값은 높게, 평

문의 엔트로피 값은 낮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다.

3.2 분할된 엔트로피 측정을 통한 정확성 향상 방안

   평문의 경우 일 시그니처 정보, 일 내용 등이 차지

하는 부분이 나 어져 있다. 이를 이용해 일을 여러 구

역으로 분할한 후 여러 개의 엔트로피 값의 평균을 내면 

엔트로피 값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암

호문은 일 체에 균일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평문에 

비해 엔트로피 값이 감소하는 폭이 작다.

   따라서 평문의 엔트로피 값 감소 폭은 크게, 암호문의 

엔트로피 값 감소 폭은 작게 하여 기존 방안보다 평문과 

암호문 간 엔트로피 값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해 엔트로피 값 측정 연산을 수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Areasize는 분할된 구역의 크기이며, Areanum은 분할된 

구역의 수이다.)

   <표 2>는 기존 방안의 문제 과 정확성 향상 방안에 

해 정리한 것이다.

분 류 내용

문제
엔트로피 값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 암호화 여부 단 부정확

개선 방안
평문과 암호문 간 엔트로피 값 

차이 발생으로 정확성 향상

<표 2> 기존 문제   정확성 향상을 한 개선 방안

3.3 구   측정 결과

   구 을 해 근 일 네 종류, 총 80개의 일들을 

각각 Triple-DES, AES-128, AES-256(CBC 모드)로 암호

화하 다. 일 분할 크기는 암호 알고리즘들의 2048바이

트에 16바이트를 더해주며 정확성 높은 분할 크기를 찾을 

수 있도록 반복하 다. (그림 1)은 기존 방안과 제안 방안

의 비교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과정을 80개의 일

에 해 분할 크기를 변경하며 반복한다.

(그림 1) 구   비교 방안

   다양한 분할 크기들  4,096바이트로 분할 했을 때 가

장 암호문과 평문의 엔트로피 값 차이가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 가지 암호 알고리즘과 80개의 일을 상

으로 분할된 엔트로피 값을 측정한 결과, 모든 일에 

해 엔트로피 값 차이가 커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랜섬웨어의 특성 상 암호 알고리즘과 근 일 종류

의 구분 없이 엔트로피 값 차이를 측정하 으며, <표 3>

은 기존 방안과 제안 방안으로 측정한 엔트로피 차이 결

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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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안의 엔트로피 차이 제안 방안의 엔트로피 차이

0.179398 1.773794

0.271839 1.286309

0.052972 1.586222

0.002484 1.428367

0.632714 1.765784

0.009872 1.735918

0.010744 1.720880

0.074877 1.710801

0.033368 1.720209

0.261086 1.751970

0.079661 1.717322

0.045219 1.739751

0.079325 0.228221

0.078539 0.418082

0.017506 1.283649

… …

<표 3> 기존  제안 방안의 엔트로피 차이 측정 일부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 암호화 여부 별의 정확성을 높

이기 해 분할된 Shannon 엔트로피 측정 방안을 제안하

다. 여러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과 랜섬웨어 타겟 일들

을 상으로 분할된 엔트로피 값 측정을 시도하 으며, 그 

 4096바이트 단 로 분할한 경우 엔트로피 값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이용되는 일들의 크기는 매우 

작을 수 있다. 일 크기가 4096바이트 이하인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용되어 정확성 향상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의 db 일과 같은 

크기가 작은 일에 해서도 분할된 Shannon 엔트로피 

값을 이용해 일 암호화 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한, Shannon 엔트로피를 이용한 실시간 

일 암호화 여부 단의 실  가능성을 해 연산 효율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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