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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제안요청서
모바일 랜섬웨어 암호키 복구방안 연구

위탁과제명
수행 기간

2018. 4.

.
(

～ 2018. 10.
7개월)

.

연구개발비

60,000 천원

1. 연구목표
o 윈도우즈 및 리눅스 운영체제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암호키 복구 방안 마련
o 모바일 기기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암호키 복구 방안 마련
2. 연구내용 및 범위
o 최신 랜섬웨어 동향 분석
- 등장 시기, 유형, 목표 대상, 유포 방법, 발전 과정 등 랜섬웨어 동향 분석 및 현황 파악
o 랜섬웨어 암호기능 분석
- 역공학 기술 등을 활용한 랜섬웨어 패밀리 정적ž동적 분석

·

- 감염 전후로 변화된 시스템(생성 삭제된 파일, 신규 레지스트리 설정, 실행된 명령어

등)상의 변화 상세 분석

- 암호키 생성, 저장,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 프로세스 등 랜섬웨어 암호화 기능 상세 분석
o 모바일 랜섬웨어 암호기능 분석
- 모바일 랜섬웨어과 PC 기반 랜섬웨어의 차이점 및 고유 특성 파악
- 랜섬웨어 특성(랜섬웨어 패밀리, 사용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 과정 등)에 따른 분류
- 모바일 랜섬웨어 복구도구 및 복구 기술 조사

※ 복호화 성공 사례 및 해당 사례에 쓰인 복구 기술 특징 분석

- 원본 파일과 랜섬웨어 감염 후, 암호화된 파일의 차이점 비교 분석
- 랜섬웨어 암호 기능(암호키 생성, 저장,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화 프로세스 등) 상세 분석
o 암호학적 요소 및 기타 분석 요소를 이용한 암호키 복구 연구
- 암호 기능(키 생성, 암호화 과정, 키사용 방법 등) 상세 분석 결과에 기반한 암호키 복구 방안 연구
- 분석된 내용(랜섬웨어 동작과정, 암호기능 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한 암호 키 복구 연구
- 모바일 랜섬웨어 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

모바일 랜섬웨어 분석 프로세스 및 주로 사용된 암호화 라이브러리 분석 방법론 개발
3. 연구결과물
및 제출시기
가. 연구결과물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나. 제출시기
- 중간발표 및 중간보고서 제출 : 2018. 6
- 최종발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2018. 10

4. 과제수행 대상기관
및 지원자격
o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o 본 과제의 연구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
5. 기타사항
o 과제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o 제안서의 소요예산 편성 시 “위탁과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