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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악성코드와 랜섬웨어

구분

일반 악성코드

랜섬웨어

- 특정 정보 탈취

- 사용중인 데이터의 암호화

- 타 시스템 공격 위한 암호화

- 비트코인 송금 및 복호화 조건

다소 관계없음

업무 중단 발생

전략적 목표

방어 및 유출방지 시스템강화

업무 연속성 보장

1순위
방어 기술

기존 시그니처 기반 보안기술

무중단 데이터 보안백업
(저장소 보호 기술 포함)

-행위기반 이상프로세스 차단

-행위기반 이상프로세스 차단

-다계층 방어 기술 추구

-다계층 방어 기술 추구

공격 형태
업무 중단

2순위
방어 기술

개요 - 랜섬웨어 방어솔루션의 필요성

○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조직의 업무연속성을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보도자료(2017.12.14)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종이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 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등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5
건을 심의하고 확정
(중략)

따라서, 정부는 ①랜섬웨어 사고 예방, ②사고 발생 시 신속한 탐지 및 대응, ③피해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랜섬웨
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우므로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이하생략)

○ 사이버 공격의 75%가 인증되지 않은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SW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

○ 조직 내 문서 및 데이터의 관리 필요성

개요 - 랜섬웨어 방어솔루션인 리자드 클라우드는?

○ 이노티움의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전략적 목표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공격으로부터 조직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이노티움의 “리자드 클라우드 솔루션”은 실시간 소프트웨어 인증기술과 행위분석 기술을 융합한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사전탐지 및 사후대응) 및 실시간 암호화 보안백업 기반 차세대
4단계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입니다.

○ 리자드 클라우드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랜섬웨어 탐지/차단)는 디지털 서명 포함 소프트웨어 인증 단계이고,
2단계(랜섬웨어 탐지/차단)는 실시간 이상행위 감시차단 및 확산방지 단계이며,
3단계(랜섬웨어 탐지/차단)는 랜섬웨어 침해시 순간 백업 및 자동 롤백 단계이고,

4단계(데이터 보안백업)는 문서를 로컬 및 원격지 저장소로 실시간 암호화 보안백업하는 단계입니다.
○ 악성코드의 작동부터 데이터 접근까지의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로그분석에 의한 제어 및
확산을 방지합니다. 만약 강력한 신종 악성코드에 의해 차단에 실패할 경우에도 사전에 보안백업한

데이터를 즉시 복구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랜섬웨어 방어기술입니다.

개요 - 랜섬웨어 방어솔루션인 리자드 클라우드 도입 후 기대효과

○ 3단계를 통한 랜섬웨어 사전차단
- 1단계 : 인증되지 않은 SW가 실행될 경우 차단
- 2단계 : 인증된 SW가 이상행위(ex.파일의 암호화,위변조)시 프로세스 차단
- 3단계 : 수정되는 모든 파일을 실시간 백업(PC내)

○ 인증된 SW 사용으로 SW자체의 보안취약점 제거 및 불법 SW 사용 억제를 통한 보안
의식 고취
○ 안전한 데이터 보관 및 관리를 통해 조직의 업무 연속성 보장
- 국정원검증필 암호화모듈을 통한 백업
- PC와 백업 저장소간 SFTP통신
- 설치된 에이전트 이외의 백업 저장소 접근 차단

○ 문서 백업을 통한 IT재해 대비
○ 인사이동, PC교체, 문서이관 시 시간과 비용 절감

개요 - 리자드 클라우드 기능 구성도

랜섬웨어 사전차단

실시간 보안백업

백업 저장소 보호

관리콘솔 ID/PW
해킹방지

White-List 기반
접근차단

부서별
문서공유

가상 암호화
보안영역

대용량 데이터
관리/이동

Worm-Storaging
지원

무단 문서삭제
방지

제품소개 - 시스템 구성도

리자드 클라우드 매니저 서버

관리(사용자,그룹)

Agent #1 (OS : Windows)

정책(작업,옵션)
로그 및 보고서
설치(Agent) 등

Agent #2 (OS : Windows)
ㆍ
ㆍ
ㆍ
ㆍ

Agent #n (OS : Windows)

구분

Agent

Manager

CPU

Dual Core 이상

2Core 이상

Memory

4GB 이상

32GB이상

HDD 여유공간

500MB이상

256GB이상

파일시스템

NTFS / FAT32

-

운영체제

Window XP 이상

NIC

100 / 1000mbps 이상

[ Storage ]

정보 DB

파일
백업저장소

Linux
(CentOS, redhat)

1GB, 2Port 이상

주요 기능 - 랜섬웨어 탐지ㆍ차단

[ 랜섬웨어 차단 동작 방식 ]

소프트웨어
접근인증

중요자료 접근
행위기반 탐지

랜섬웨어 인증거부
사전차단

랜섬웨어 의심
행위 탐지 , 차단

순간 백업 및
자동 롤백
수정되는 모든파일
실시간 백업

<중요자료 훼손
&변종행위의 위협>

 중요자료에 대한 변조, 훼손 ,수정, 삭제 등의 접근행위를 하는 소프트웨어 인증
> 랜섬웨어 인증거부 사전 차단
 인증된 소프트웨어라도 중요자료에 접근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탐지&차단
 수정되는 모든 파일(랜섬웨어에 의한 / 사용자에 의한) 실시간 백업(PC내)

주요 기능 - 랜섬웨어 탐지ㆍ차단

[ 1단계 : 소프트웨어 관리/인증 ]
인증된 소프트웨어

미확인 소프트웨어
접근 허용

< 중요자료 >

접근 차단

 사용자가 중요자료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인증 -> 접근 허용

 인증된 소프트웨어만을 중요자료에 접근 허용하므로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설치된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나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접근자체 차단 가능
 인증된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관리하여 안전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

주요 기능 - 랜섬웨어 탐지ㆍ차단

변종 행위 탐지 여부
시그니처 우회 변종 파일 탐지
미끼 파일 우회 탐지
탐지 전 암호화 된 파일 복구 (파일 훼손 롤백)
사용자 인증 및 에이전트 현황 관리
프로세스 네트워크 제어 (파일 전송 차단)
파일 훼손 전 사전 탐지
파일 일괄 삭제 및 파일명 암호화 탐지

알 수 없는 미확인 프로세스 파일접근 금지
특정 프로세스만 행위 감시(리소스 절약)
인증된 소프트웨어만 파일 접근 허가

시그니처
기반

행위
기반

상황
인식

인증
기반

주요 기능 - 랜섬웨어 탐지ㆍ차단

[ 2단계 : 행위 분석 기반 탐지ㆍ차단 ]

사용자

미확인 소프트웨어
접근 인증

중요자료 침해행위

행위 감시 차단

 소프트웨어 인증/관리 프로세스를 벗어난 소프트웨어가 중요자료의 침해 시도를 하더라도
행위 감시 차단 기능으로 중요자료 훼손행위 차단

주요 기능 - 랜섬웨어 탐지ㆍ차단

[ 3단계 : 공격 받는 파일의 자동 백업 및 복구 ]

자동백업

훼손시 복구 가능
중요자료 접근

 어떠한 침해가 있더라도 중요자료만은 보존 가능
 만약 중요자료에 침해가 되더라도 자동백업 된 파일로 복구 가능
 자동 백업된 파일용량 알림 기능

폴더 보호

4단계 : 랜섬웨어를 차단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에는 100%가 없습니다

따라서 PC내 주요 데이터를 보안 백업하는 것도 차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 보안백업 데이터 미적용 - 업무 중단 , 금전 손실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 해킹 및
암호화

수익

▶ 보안백업 데이터 복원 - 업무 연속성 확보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 해킹 및
암호화

원본 데이터 백업/복구

잠재적 이익 제거

주요 기능 - 데이터 보안 백업

[ 리자드 클라우드 보안백업 이란? ]
데이터 백업

데이터 복구
내/외부 Storage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한 파일 암호화 백업 (국정원 검증필 암호화 모둘 사용)
 별도 백업 저장소 사용시 Samba, FTP, SFTP

 중앙관리에 의한 정책설정, 로그관리, 사후 감사관리(정책 수정에 대한 내역 로그)
 로컬 및 네트워크를 통한 백업저장소 접근차단 기능을 지원(리자드 클라우드 에이전트만 접근)
 랜섬웨어 감염 파일 탐지 및 백업 차단 (암호화된 파일 백업 제외)
 Worm Storage를 백업 저장소로 사용 가능

 백업 후 PC의 파일을 완전삭제 (미 국방부 인증 표준 알고리즘 DoD 5220.22-M 적용)
- 노트북 도난/분실 및 악의적인 고의 유출 차단

주요 기능 - 데이터 보안 백업

[ 보안백업 주요 기능1 ]

실시간/스케줄 백업

버전관리

 실시간/스케줄 백업 :
- 분, 시간, 일, 주, 월 단위설정 가능하고 CPU부하를 체크하여 특정 %이하에서 백업
- PC의 미사용 시간(분단위)을 체크하여 백업

 버전(이력)관리 : 하나의 파일을 여러 번 백업하여도 인덱스(색인) 정보를 활용, 필요한 시점 복원
- 같은 문서를 여러번 수정/저장시 설정에 따라 백업된 파일의 리비전(revision) 관리
- 버전관리는 예기치 않은 사용자의 실수나 과거 버전의 내용 복구를 위한 문서복원 기능

주요 기능 - 데이터 보안 백업

[ 보안백업 주요 기능2 ]

데이터 중복제거

파일 필터기능

 백업저장소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백업 파일의 중복제거
 파일 필터기능에 의한 백업 :
- 확장자별 파일 백업 및 키워드별 파일, 폴더 백업

- 숨김파일 / 시스템 파일의 백업 제외 기능 및 크기 / 날짜별 백업
- 불필요한 데이터의 백업 방지
- 모든 필터는 와일드 카드 형태의 설정이 가능

주요 기능 - 데이터 보안 백업

[ Agent 메뉴를 통한 사용자 제어 ]

Manager 서버

[ 매니저 정책 적용 ]

정책설정

PC

전체 Agent 메뉴

일부 Agent 메뉴

 사용자 별로 Agent 메뉴 변경 가능
 각 PC의 Agent 메뉴를 일부 숨김 : 각 사용자의 임의적 복원 및 악의적 사용 제한
 Agent 숨김 :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거부감 최소화

Agent 숨김

주요 기능 - 데이터 보안 백업

[ 통계 및 리포트 ]
사용자 단위 백업 량
• 날짜별 백업된 용량 및 갯수 로그

백업

• 사용자별 백업 용량 및 갯수 로그

그룹단위 통계 정보
• 그룹별 최근 이벤트 로그

통계

• 그룹별 백업 용량 로그
• 그룹별 백업 보고 로그

보고서 기능
• 로그 및 통계 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보고서

로그관리

백업 및 복원 로그

관리자 로그

• 사용자 백업 및 복원 로그

• 관리자 정책 설정 및 변경 로그

에러 로그
• 시간별 정책설정 및 기타 에러 로그

주요 기능 - 데이터 보안 백업

[ 보안 백업 정책 설정 화면 ]
정책

관리
작업
관리

정책

소스 설정

타깃 설정

•작업명(예약어)
•소스폴더
•포함할 파일 확장자
•제외할 파일 확장자

•타깃 폴더(예약어)
•대상폴더 숨기기
•드라이브 연결하기
•네트워크 트래픽 제한

시스템

설치

도움말

백업 방법
•작업방법
•작업주기
•스케쥴 백업
•백업 후 원본 삭제

•최근 문서내역 삭제
•드라이버 연결 시 백업
•잠긴 파일 백업
•바이트 중복 백업 방지

•대상파일 체크 백업
•백업 후 시스템 종료
•시스템 종료 시 백업
•사용자 정의 백업

버전 관리
•사용자/그룹스케쥴
허용
•명령문 백업

고급 필터 방법
•실시간 제외 패턴
•실시간 대기 패턴
•반드시 포함할 패턴

옵션
관리
T-Zone
설정
FTP
관리

랜섬웨어
차단

•작업명
•소스폴더
•포함할 파일 확장자
•제외할 파일 확장자

Agent 기능 설정
• 옵션명
• 데이터 가져오기 허용
• 더블클릭 가져오기 활성
• 복원 허용 및 작업 통합

트러스트존 설정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지정
라벨
용량
생성위치

nPouch

•실시간 제외 패턴
•실시간 대기 패턴
•반드시 포함할 패턴
•백업없이 원본완전삭제

•트레이 아이콘 표시
•백업 결과 표시
•비밀번호 변경 표시
•백업하기 표시

보안 설정
•폴더 바로가기
•허용할 프로세스 사용
•거부할 프로세스 사용

처리 방법

•제외할 폴더 패턴
•제외할 하위 폴더
•포함할 하위 폴더
•파일크기 제한

메뉴 설정

•파일 날짜 제한
•숨김,시스템파일 제외
•확장자 없는 파일 제외
•서명 변경파일 제외

시스템 접근 제어

•백업 후 시스템종료 표시
• 매니저 열기 표시
• 최근 공지 보기 표시
• 백업 중지 버튼 표시

•지정 드라이브 숨기기
•드라이브 접근 제어
•USB 쓰기 금지
•USB 접근 금지

랜섬웨어 차단 설정
•감시할 파일 확장자
•예외처리 프로세스
•탐지 레벨
•탐지시 묻지않고 차단

•버전관리
•사용자 버전관리 허용

• 명령프롬프트 접근금지
• 제어판 접근금지
• REGEDIT 접근금지
• MMC/GPEDIT 접근금지

•파일 압축
•파일 암호화(AES)
•중복 백업 방지
•최근 날짜 덮어쓰기

보안 설정
•편집/복원 암호설정
•암호 묻지 않기
•프로그램 제거 허용
•관리자키 허용

•파일명 대문자 처리
•백업 없이 원본삭제
•에러파일 체크
•공유 작업

부가 설정
•로그전송날짜 제한
•스케줄 동접수 제한
•컴퓨터 표준시간 동기화
•강제 Update

주요 기능 - 부가 기능1

[ 시스템 접근 제어 ]
접근금지
• 제어판 접근금지

• REGEDIT 접근금지
• MMG, GPEDIT 접근금지

USB
• USB 드라이브 쓰기금지
• USB 드라이브 접근금지

드라이브
• 지정 드라이브 숨기기

• 지정 드라이브 숨기기 예외
• 지정 드라이브 접근금지

설정
• 최근 항목 감추기
(Windows7 이상)

 사용자별 / 그룹별, 사용자PC에 접근 제어 설정으로 정보자산의 유출 가능성 최소화
 PC 자원의 감사 대상인 로컬디스크드라이브, USB, 제어판, REGEDIT, MMC, GPEDIT 등 정보
유출에 대한 모든 위험요소 차단 제어

주요 기능 - 부가기능2

[ 문서 공유 관리 ]
백업저장소 (NAS)

AD Server

사용자

 AD 서버를 통해 여러 대의 NAS와 연결하여 동일한 계정을 사용
 AD 서버 연계를 통해 생성된 계정단위로 공유권한을 부여
 각 폴더에 대한 특정 ID나 그룹의 접속 권한을 읽기/쓰기/엑세스 거부 등으로 설정
 그룹관리자 설정에 따라 해당 그룹의 사용자의 권한을 할당
※ NAS에서 공유폴더 권한 설정을 지원해야 함

“우리회사는 이런 저런 신기술로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막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완벽의 기준”은 감염시 원상복구을
보증하는 제품입니다.
이노티움 제품에는 랜섬웨어 사전 탐지·차단과 보안
백업의 멀티레이어 방어기술이 탑재되어 신종 변종
랜섬웨어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노티움은 “원상복구 보증서”로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 도입 효과 ]

경영자, 직원, IT관리자 모두 만족
• 경영자 :
- 데이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 조직의 업무 연속성 보장
• 직원 :
- 완벽한 랜섬웨어 방어 및 IT재해 대비
- 파일 이력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실수나 과거 버전의 내용
복구를 위한 문서복원
- 랜섬웨어, PC장애의 해결을 위한 시간 낭비 최소화
• IT관리자 :
- 전사 데이터 관리 효율화 및 IT환경 고도화
- 실시간 보안백업으로 전자문서 및 데이터의 회사 자산화
- 직원 인사이동 시 자료이동, PC이동 등에 따른 불편 해소
- PC 및 HDD 등 HW 교체 시 손쉬운 직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광명시청, 국립암센터, 삼성디스플레이, SH서울도시주택공사, 충북대병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랜섬웨어 차단 및 데이터 관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특허청 | 광명시청 | 국립정신건강센터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교육부 광주코러스 운영센
터 | 국립 암센터 | 충북대병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공항하이웨이 | 경기도일자리재

단 | 국립식량과학원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 대한석탄공사 | 인천대교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안산대학교 등

외 200여 기관

KB카드 | 키움증권 | KTB증권 | 국제금융센터 | 동부증권 | 한화저축은행 | 스마트저축은행 | 골든브릿지저
축은행 등
삼성디스플레이 | GS E&R | 동국제약 | 환인제약 | 일동제약 | 유유제약 | 심텍 | 전남일보 | 한경희생활과학
| 벤처기업협회 등

렌섬웨어 예방을 위한 개인사용자 무료 다운로드 200,000여명
www.rancert.com

[ 조달 나라장터 등록 내용 ]
에이전트

매니저

품목

조달등록번호

조달가격

중앙관리 매니저

22996941

9,000,000원/site

1~499 user

22996942

100,000원/user

500~999 user

22996943

88,000원/user

1,000~2,999 user

22996944

77,000원/user

3,000 user 이상

22996945

66,000원/user

사업기간

계약일 ~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