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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배경

랜섬웨어로 인한 보안사고의 증가

2015년을기점으로랜섬웨어피해건수가기하학적으로급증하기시작했으며기존불특정대상이아닌국내외

기관및금융, 기업들에게 지능형 위협, 표적형 사이버공격을가하고있으며, 이에각종안티바이러스및다양한

보안솔루션으로사전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으나 연일 다양한 신 · 변종 랜섬웨어가발생하고피해받아해마다

막대한금액손실이증가하고있다.
2017년 3~4분기 국내 악성코드 공격 현황 (총 1,095종)

1위
랜섬웨어

파밍

4.7%
(52종)

74%
(810종)

2위
11.5%

(126종)

기타

4.2%
(46종)

원격제어

3.0%
(33종)

다운로드

1.5%
(16종)

인젝터

1.1%
(12종)DDoS

0%
(0종)

애드웨어

0%
(0종)

정보탈취

20182016 2017

3,000억원 7,000억원 1조 2,000억원

2019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금액

피해액 산정기준 : PC와 서버당 데이터 가치, 다운타임에 따른 업무 연속성 손실, 포렌식 조사, 피해 데이터 복구비용, 시스템 복원과 삭제 비용, 대외 인지도 훼손

1조 7,000억원

*출처 :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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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배경

랜섬웨어 위협 (1/2)
01. 제안배경

가치문서(Value Document), 중요문서 대규모화

개인 / 기업 / 기관이오랜활동을통해생산한많은기술, 방법론, 절차등을정형또는비정형으로전자화한

문서로써금전적가치와동일또는그이상의자산의기차를가지며문서종류에는설계도면, 특허문서, 논문,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등의디지털창작물, 법무문서, 개발문서, 문제은행등이있다. 

랜섬웨어
정의

랜섬웨어 : 가치문서를 인질로 삼고 사이버 머니(비트코인)를 대가로 요구

현존하는 최고 보안 기술 중 하나인 비대칭(RSA)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악성코드

돈 버는 변종 바이러스로 빠르게 진화

복구 불가하여 해커에게 복호화 비용 지불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학교, 개인 등 대상을 불문하고 가치문서 위협

백신 등 기존 보안 솔루션을 모두 무력화

검증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는 것 만으로도 감염(암호화)

랜섬웨어 방어 전략은 수립하셨나요?

랜섬웨어
위협

핵심기술 도면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입찰서, 제안서 등 당장 수일 내에 제출할 문서를 복구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사진,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은 예외일까요?

DRM, DLP, 문서중앙화, 망분리 등의 보안기술이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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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배경

지능화 표적화 다양한 랜섬웨어 공격에 새로운 엔드포인트 방어기술 필요

랜섬웨어 위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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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배경

랜섬웨어 대응기술 변화 추이

[4세대방어기술]

기계학습/딥러닝기반

다계층방어플랫폼기술

[1세대방어기술]

알려진공격방법-백신방어

알려지지않은공격기법에의한

신∙변종악성코드공격시대도래

▶

▶

[2세대방어기술]

행위기반탐지/차단기술 상황인식기반탐지/차단기술

미끼방식탐지/차단기술 실시간백업기반방어기술

[3 세대방어기술]

EDR기반다계층방어플랫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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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이란?

공격 탐지와 방어 메커니즘의 핵심 어떤 공격기술, 도구, 절차를 통해 위협을 가하는 지에

대한 행위 판단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

EDR의 핵심기능(예측, 방지, 탐지, 대응의 일련의 프로세스)
출처 : Gartner, Market Guide for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Solutions

02.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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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EDR 기반 4단계 랜섬웨어 방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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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랜섬웨어 방어하는 최고의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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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랜섬웨어 탐지 · 차단(1/4)

소프트웨어 인증

⚫ 사용자가중요자료를위해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인증 -> 접근허용

⚫ 인증된소프트웨어만을중요자료에접근허용하므로사용자가의도치않게설치된알수없는

소프트웨어나이미백그라운드에서활동하는악성소프트웨어접근자체차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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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랜섬웨어 탐지 · 차단(2/4)

지능형 소프트웨어 인증 룰엔진 기반 랜섬웨어 차단

인증된
소프트웨어관리

< 지능형 White List >

비인증된
소프트웨어관리

< 지능형 Black List >

인증허용

인증차단

⚫ 불필요한중요파일접근차단으로암호화/비암호화/정보유출형랜섬웨어대응

⚫ 보안위협에노출된불법소프트웨어를추가하여사용자에게인증된소프트웨어설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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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랜섬웨어 탐지 · 차단(3/4)

행위 분석 기반 탐지 · 차단

미확인소프트웨어
접근인증

사용자 중요자료침해행위 행위감시차단

⚫ 사용자가 확인되지않은소프트웨어접근을인증하여중요자료를침해해도

행위감시차단기능으로중요자료훼손행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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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랜섬웨어 탐지 · 차단(4/4)

순간 백업 및 자동 롤백

악성프로그램
< 임시 백업폴더 >

< 임시 백업폴더 >

1 신/변종 악성코드
사용자 PC 침투

2 악성프로그램이 파일을 암호화
하려고 할 때, 리자드 클라우드가
임시 백업폴더에 파일을 임시로 백업

3 일부 파일이 감염

4 감염된 파일을 삭제하고
순간 복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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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국내 4개 개발사 참여, 62종 랜섬웨어 (신 · 변종 및 자체 제작) 평가 결과

최초 랜섬웨어 사전차단 기술 공개 평가 (공공기관)

이노티움 C사 A제품

S사 D제품 T사 T제품

100% 93%

93% 100%

감염 0

감염 4

감염 4

감염 0

평가일시 2017년하반기

참가사 국내 4개개발사

평가 환경

Win 7 64bit

- 백신미설치
- 윈도우보안업데이트최하위
버전(서비스팩1 미설치)
- 보안프로그램미설치
- 백업할용량없음
- 윈도우방화벽중지
- 사용자계정컨트롤설정중지

평가 방법
참가사랜섬웨어별탐지/차단
판별

결과 확인 차단,미차단으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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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시스템 구성

Agent #1  (OS : Windows)

랜섬웨어 탐지 및 백업

Agent #2  (OS : Windows)

랜섬웨어 탐지 및 백업

Agent #n  (OS : Windows)

랜섬웨어 탐지 및 백업

사용자 PC

정책요청

및설정

로그전송

중앙관리시스템

사용자관리

그룹관리

Agent 업데이트

관리

작업관리

옵션관리

트러스트존옵션

랜섬웨어탐지정책

랜섬웨어탐지프로세스

FTP 관리

정책

설정백업

시스템로그

보고서

시스템

Agent Setup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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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중앙관리매니저(랜섬웨어 탐지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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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중앙관리매니저(랜섬웨어 탐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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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중앙관리매니저(RDP 보안 관리)

해당정보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항성연결허용 : 원결데스크톱연결을항상허용합니다. 특정랜섬웨어로부터공격당할위험이있기때문에

권장드리지않습니다.

⚫ 항상연결거부 : 원격데스크톱연결을항상거부합니다.

⚫ 임시연결관리 : 특정시간에만원격데스크톱을연결할수있기때문에업무효율상승과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방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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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Agent(랜섬웨어 탐지)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시작프로세스관리 : PC 부팅시실행되는시작프로세스를리스트를확인하고사용/미사용설정합니다.

⚫ 관리프로세스목록 : 감시/인증/차단/예외프로세스목록을확인하고수정합니다.

⚫ 로그 : 사용자/랜섬웨어탐지/모니터링로그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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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Agent(시작프로그램 관리) 

21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시작프로세스의경로와전자서명과상태값을제공합니다.

⚫ 사용자는해당정보를통해특정시작프로세스를관리할수있습니다.

⚫ 사용하위버튼클릭시사용/사용안함상태로변경가능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관리프로세스 목록 – 감시 프로세스 목록) 

22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프로세스는감시/인증/차단/예외형태로관리됩니다.

⚫ [차단]: 해당프로그램을악성프로그램으로분류하여동작시즉시차단하도록등록합니다.

⚫ [인증] : 해당프로그램을정상프로그램으로분류하여실행가능하도록인증등록합니다.

인증한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이상행위를탐지하여, 이상행위발견시즉각차단됨

⚫ [삭제] : 해당프로그램을감시목록리스트상에서만삭제합니다. 실제파일을삭제하는것이

아니며대상프로그램이다시실행될때새로검사를진행하여분류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관리프로세스 목록 – 인증 프로세스 목록)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프로세스는감시/인증/차단/예외형태로관리됩니다.

⚫ [예외] : 해당프로그램을정상프로그램으로식별하여프로그램검사없이실행되도록등록

⚫ [삭제] : 해당프로그램을감시목록리스트상에서만삭제합니다. 실제파일을삭제하는것이

아니며대상프로그램이다시실행될때새로검사를진행하여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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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Agent(관리프로세스 목록 – 차단 프로세스 목록) 

24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프로세스는감시/인증/차단/예외형태로관리됩니다.

⚫ [예외] : 해당프로그램을정상프로그램으로식별하여프로그램검사없이실행되도록등록

⚫ [인증] : 해당프로그램을정상프로그램으로분류하여실행가능하도록인증등록합니다.

인증한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이상행위를탐지하여, 이상행위발견시즉각차단됨

⚫ [삭제] : 해당프로그램을감시목록리스트상에서만삭제합니다. 실제파일을삭제하는것이

아니며대상프로그램이다시실행될때새로검사를진행하여분류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관리프로세스 목록 – 예외 프로세스 목록) 

25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프로세스는감시/인증/차단/예외형태로관리됩니다.

⚫ [차단]: 해당프로그램을악성프로그램으로분류하여동작시즉시차단하도록등록합니다.

⚫ [인증] : 해당프로그램을정상프로그램으로분류하여실행가능하도록인증등록합니다.

인증한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이상행위를탐지하여, 이상행위발견시즉각차단됨

⚫ [삭제] : 해당프로그램을감시목록리스트상에서만삭제합니다. 실제파일을삭제하는것이

아니며대상프로그램이다시실행될때새로검사를진행하여분류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로그)

26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사용자/랜섬웨어탐지/모니터링로그를모두출력합니다.

⚫ 사용자로그: 프로그램시작/종료, 업데이트같은사용자의정보를기록하는로그

⚫ 랜섬웨어탐지로그: 소프트웨어인증/행위기반탐지로인한프로세스차단내역을기록하는로그

⚫ 모니터링로그: 탐지간생성된데이터를기록하며탐지행위의이슈추적에사용됨



02. 제품소개

Agent(랜섬웨어 탐지)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프로그램정보 : 설치된프로그램의버전과설명, 연결된매니저정보를확인합니다.

⚫ 격리소/대피소보호 : 순간백업기능을위한격리소/대피소보호를보호/해제합니다.

⚫ 환경설정 : 사용자에게할당된정책을확인하고연결할매니저주소/계정명을변경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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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소개

Agent(프로그램 정보) 

28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Agent 상세버전을제공합니다.

⚫ 연결된매니저주소를제공합니다.

⚫ 연결된계정정보를제공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격리소/대피소 보호) 

29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순간백업을위한대피소와탐지된프로세스의악성파일을격리하는격리소의보호설정/해제

⚫ 정책및매니저정보를저장한설정폴더보호설정/해제



02. 제품소개

Agent(환경설정 - 기능설정) 

30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매니저에서할당된랜섬웨어탐지정책의기능관련항목을출력합니다.

⚫ SA 버전으로동작하는경우해당페이지를통해정책설정이가능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환경설정 - 예외설정) 

31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매니저에서할당된랜섬웨어탐지정책의예외관련항목을출력합니다.

⚫ SA 버전으로동작하는경우해당페이지를통해정책설정이가능합니다.



02. 제품소개

Agent(환경설정 - 매니저설정) 

32

해당페이지의설명은다음과같습니다.

⚫ Agent와연결할매니저주소/사용자아이디를변경가능합니다.

⚫ 접속확인버튼을통해저장여부확인이가능하며저장버튼을통해변경된데이터를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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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사 소개

개발사 현황

회사명 (주)이노티움 / Innotium Inc.  

대표자 이형택 (010-6239-2764, htlee@innotium.com)

회사주소 T: 02-3283-2021  F: 02-3283-2015  A:서울시구로구디지털31길 20, 301호

설립일 2010년 1월 7일

영위사업
-랜섬웨어방어사전차단/보안백업SW, 문서보안관리 SW, 반출문서유출방지/추적관리SW, 블록체인플랫폼SW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운영 -리자드방산보안지원센터운영

기술컨설팅팀

정보보안사업팀

방산보안사업팀

지능화/UI/UX팀

정보보안개발팀

블록체인개발팀

인사/총무/회계

CEO 이형택대표이사

사업부 : 4 명

기술연구소: 19 명

경영지원팀: 2 명

(2021년 1월기준, 단위: 25명)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초급기술자
5명

중급기술자
3명

고급기술자
3명

특급기술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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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사 소개

개발사 기술개발 도메인

이노티움 지능형 문서중앙화 기반 통합 문서보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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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사 소개

개발사 연혁

연도 내용

2020

-이노스마트플랫폼(Inno Smart Platform) v11 GS(1등급) 인증
-재택근무스마트워크보안플랫폼출시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재택근무용VDI 화면워터마크 10,000대 공급
-대구은행 VDI환경문서중앙화시스템 3,000대공급

2019

-잊혀질권리구현블록체인플랫폼개발 InnoBlock Chain Platform
-국가핵심기술데이터위치추적서비스개발
-innoECM개발완료및엔드포인트보안기술통합화-지능화-시각화프로젝트개시
-랜섬웨어방어솔루션수주및공급(철도청 4,300대, 경남도청4,000대, 전남도청5,000대, 서초구청 1,500대외) 

2018
-100대방산업체망분리사업 15개사이트(한화에어로스페이스,두산중공업등) 수주및공급
-2018 랜섬웨어디펜더컨퍼런스개최: 2.6

2017
-한화그룹외방산부문데이터보안사업수주및공급
-에스원과방산업체망분리사업협약체결
-미래부주관랜섬웨어민관대응핫라인구성

2016
-2016 차세대데이터보호컨퍼런스개최
-에스원과 ‘대국민랜섬웨어대응서비스＇협약

2015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오픈
-리자드클라우드엔파우치 v10 GS인증획득

2014 -삼성디스플레이DB백업사업수주 (100 Unit)

2013
-DB백업용클라우드백업일본수출
-SW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클라우드환경의 DRaaS”개발컨소시움참여

2012
-세무사협회한길 TIS와세무회계데이터온라인백업서비스개시
-특허청 VDI 클라우드데이터백업솔루션 2,000유저납품

2011
-일본KCS사와클라우드백업v7 공급계약체결
-사내구축형프라이빗클라우드“리자드클라우드“출시

2010 -(주)이노티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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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사 소개

특허증 및 인증서

엔파우치특허증백업방법특허증 이중파일백업방법
특허증

랜섬웨어
원상복구보증서

악성코드탐지방법
특허증

웹접속정보실행
특허증

리자드클라우드
상표등록증

엔파우치
상표등록증

발자국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선정확인서

비밀번호보안
특허증

화면워터마크
특허증

블록체인네트워크
특허증1

블록체인네트워크
특허증2

리자드클라우드
GS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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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사 소개

GS인증서

제품명: 이노 스마트 플랫폼 v11

인증일: 2020.08.03

1. 중앙관리 매니저SW v11

2. 에이전트SW

○ innoECM v11 (문서중앙화)

○ innoMARK v11 (화면/출력물 워터마크)

○ nPouch v11(외부반출 암호파일 위치추적)

○ nPouch SecureZone v11 (데이터 보안드라이브)

○ Lizard Backup v11 (보안백업) (PC/서버용)

○ RansomCruncher v11(랜섬웨어 탐지/차단) (PC/서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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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사 소개

레퍼런스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렌섬웨어예방을 위한 개인사용자무료 다운로드 200,000여명

www.rancert.com

외 10여 기관
계명문화대학교 | 창원대학교 | 울산대학교 | 전북대학교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 벤처기업협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및협회

외 20여 업체
국립암센터 | 충북대학교병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부산대학교병원 | 효성병원 | 효성세종병원

의료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두산중공업 | LS전선 | 대명 | 효성 | 유한화학 | 동국제약 | 이연제약 | 서울제약 | 미림화학 | 유한화학 | 국방일보 | 전남일보 | 국제신문 | 동아일렉콤 | 두산중공

업 | 한화시스템 | 한진중공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300여업체

기업

외 50여 업체

KB카드 | 동부증권 | 신영증권 | KDB인프라자산운용 | 한화저축은행 | 스마트저축은행 |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금융

경상남도청 | 양산시청 | 통영시청 | 광명시청 | 강동구청 | 은평구청 | 강화군청 | 울주군청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전력거래소 | 우정사업본부 |여성가족부 | 특허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전력기술
외 100여기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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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有備無患)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노티움 www.innotium.com

T.02)3283-2021 | E.info@innotiu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