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섬웨어 대응 사이버패키지 서비스 
안랩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에서 감염 상황 대비 서비스까지

랜섬웨어란

사이버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과 비대면 업무, 그리고 이를 노리는 보안 위협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보안 

위협 중에서 특정 기관과 기업, 사용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이 기승

을 부리고 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

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안랩을 포함한 여러 보안 기업들은 랜섬웨어를 지속적으로 가장 큰 보안 위협 중 하나로 

꼽는다. 실제로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모 기업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마비되어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중단된 적이 있고, 독일에서는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켜 타 병원으

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랜섬웨어는 공격 과

정에서 민감 정보를 유출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시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내 기관 및 기업의 랜섬웨어 대응 실태

보안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1.3%의 국내 기업들이 실제 랜섬웨어 공격을 경

험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27.8%는 랜섬웨어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

는 입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격을 경험한 랜섬웨어는 국내에서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자체 백업 시스템으로 백업했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복구 업체 혹은 복구 솔루션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6.5%였다. 

2.6%는 공격자에게 비용을 지불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시스템 장애, 영업 중단, 

기회 비용 손실 등 비즈니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엄청난 복구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기업을 노린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 기승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59.1%)이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안랩의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안랩 V3는 ‘멀티 레이어드(Multi-Layered)’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랜섬웨어를 포함한 최

신 악성코드를 탐지 및 방어한다. 특히 안랩 V3 제품군에 적용된 안랩 안티랜섬웨어 툴

은 피싱 메일의 첨부파일 또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입된 의심스러운 파일을 탐지하고, 

ASD(AhnLab Smart Defense)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 ASD 클

라우드 진단을 통해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 혹은 실행파일 등이 발견된 경우 PC 

내 별도의 가상환경에서 해당 파일을 실행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랜섬웨어 피해복구 서비스 

보상범위: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복구에 대한 실손비용
*전문피해복구업체를 통해 피해복구지원

보상한도: PC 당 1백만원, 회사 당 2천만원 (사고 당/연간)
*중복 피해 건 발생 시 연간 총 한도 2천만원 내 지원가능

자기부담금: 5만원 (청구 당)

보상 조건: V3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사, 방화벽 기능 활성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상세 보장 사항, 복구 방법,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V3 구매 채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안랩 고객센터: 1588-3096(구매문의) / 1577-9880(기술문의) 

랜섬웨어 피해복구 서비스 청구·보상 문의: 02-3701-8784

안랩의 랜섬웨어 대응 방안
● V3는 멀티 레이어드(Multi-

Layered) 보안 기술로 신·변종 

랜섬웨어 탐지
● 사이버 패키지 서비스로 고객의 

혹시 모를 감염까지 대비해 피해 

복구 사후지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우)13493

홈페이지: www.ahn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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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랜섬웨어 대응 사이버패키지 판매처 및 판매 제품

판매처 판매 제품

오프라인
(파트너/제휴사)

V3 Office Security
V3 Internet Security 9.0
에스원 VP/KT BSP

온라인
(AhnLab Mall)

V3 Office Security
* V3 Internet Security, V3 MSS 제품군 기존 사용 고객은 재계약 시 옵션으로만 제공

안랩은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현대해상에서 제공하는 ‘Cyber Package 

Insurance’ 기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에서 랜섬웨어 피

해사례가 발생 시 ‘Cyber Package Insurance’에서 보장하는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를 

통해 피해복구의 사후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