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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랜섬웨어는낮은 PC 보급률로 인해 피해 규모가 작았지만, 현재는 PC 보급률이 증가하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추적이 불가능한 거래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다. 익명성과 낮은 거래비용으로기존의 어떠한 화폐보다 사용하기 편리하
다. 이로 인해 랜섬웨어 공격자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랜섬웨어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게
되었다.
- 비트코인 주소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을 환전하기 위해 중개 거래소를 이용하여 본인 휴대전화나계좌
인증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링을통해 어떤 주소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주소들을 묶을 수 있다. 랜섬웨어에 관련된 모든 주소가 알려지
지 않았기 때문에 Kaggle에서 수집한 281,638개의랜섬웨어 주소를 제외하고 본 연구팀이 수집한 2,484,978개의비트코인 주소를 정
상 주소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랜섬웨어 주소가 포함되지 않은 클러스터를 정상 주소로 판단하여 정답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랜
섬웨어에 관련된 주소 포함 비율이 높은 클러스터의나머지 주소 또한 랜섬웨어 주소라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정상 주소와 랜섬웨어 관
련 주소를 분류해야 한다.

1) Collecting Data : 비트코인 블록 데이터, 랜섬웨어 가해자 주소 데이터 셋 (’09~’11)

2) Pre-Processing : 트랜잭션 기준 데이터 -> 주소 기준 데이터
3) Feature Extraction : 주소기준 데이터에서 21가지 특징 추출
4) K-means Clustering : 추출한 21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진행
5) Performance Evaluation : 실루엣 계수를 통해 군집화 성능 평가

연구 방법

연구 배경

항목 항목 의미

all_

count 전체거래횟수

amount 전체거래금액

amount_mean 전체거래금액평균

amount_std
전체 거래 금액 표준편

차

activation_period 전체거래시간

activation_mean 전체거래시간평균

activation__std
전체 거래 시간 표준편

차

send_

count 보낸거래횟수

amount 보낸거래금액

… …

recv_

count 받은거래횟수

amount 받은거래금액

… …

그림1 21가지 특징 추출 그림2 클러스터 개수별 랜섬웨어 주소 포함 비율

향후 연구

<랜섬웨어-코인믹싱-불법거래 연관성>

- 불법거래 데이터
수집 불가

FBI : 압수수색을 통해 주소 찾음
If 랜섬웨어 가해자가 불법거래에연류 가능성 존재

불법거래 가해자 탐지 가능

- 코인믹싱 데이터
수집 불가

익명화/비익명화기술 지속적 연구
코인믹싱 데이터 획득 가능
불법거래 단서가 될 수 있음

- 랜섬웨어 데이터
자신 주소 노출

신고 가능
추후 행동 패턴 분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