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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년 동안 피싱, , 크라임웨어에 의한 피해 사례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재까지의 피싱 

련 솔루션이 부분 블랙리스트 방식이고 아직까지 피싱 사이트 단 기 이 없으며 사람들이 이에 

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을 처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 리스트 기반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의 일럿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각 

사이트에 해 피싱 련 보안수 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선별하고 보안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 한 인터넷 이용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Gartner 조사에 따르면 지 까지 5,700만 미국 사용자

가 피싱 이메일을 받았고, 200만 사용자가 피해를 당하

으며, 피싱 메시지  5%가 성공했다고 한다[1]. 피싱

(phising), (pharming), 크라임웨어(crimeware)에 의한 

피해 사례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 이에 

한 실제 인 비책은 매우 미흡하며, 특히 사용자들의 피

싱 사이트 단 기   의식이 부족한 실 이다. 따라서, 

피싱 사이트에 한 비책  각 사이트 별 피싱사이트

인지에 한 확인 메커니즘이 실히 필요하다 [2].

   최근 은행권을 심으로 한 융업체들이 피싱 련 

솔루션 개발  도입을 추진 에 있다.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해 해당 사이트가 안 한지를 사

용자에게 알려주어 피싱사이트로의 속을 방지하는 것이 

피싱 방지 솔루션의 기본 기능으로, 재 이용되고 있는 

피싱방지 솔루션들로는 피싱 사고 이후 보고된 피싱사이

트를 확인  등록하는 블랙 리스트(Black List) 방식이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등으로부터 웹사이트 이용자를 보호하기 해 국

내 웹사이트의 화이트 리스트 데이터베이스(White List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 한 인터넷 이용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해 웹사

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럿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본 에서는 재 피싱 방지를 한 국내외 솔루션들

에 해 간략히 소개한다.

  2.1 국내 솔류션

   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안티피싱 솔루션들을 표 

1에서 보인다. 화이트얼럿 제품을 제외한 부분의 안티피

싱 솔루션들의 경우, 블랙 리스트를 이용하여 보안 수

( 험도)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이트얼럿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을 진행 에 있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확

인할 수 없으며, 제품 개발하여 사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된다. 그 밖에 국내의 부분 피싱방지 솔루션

들은 아직 개발 이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어 리 이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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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피싱방지 기능을 가진 모듈은 툴바 형태의 어 리 이

션으로 제공될 것으로 상된다.

제품명 보안수  결정 서비스 제공 형태

노피싱[3] 블랙 리스트 컴포 트
(ActiveX)

시큐 랫 VIP[4] 실시간 IP모니터링
어 리 이션
(IP 모니터링시스템)

화이트얼럿 화이트 리스트 재 개발 

노턴컨피덴셜[5] 블랙 리스트 어 리 이션

클라이언트키퍼 
피싱 로[6]

DB활용+피싱패턴 
 컨텐츠분석기술 어 리 이션

엔 로텍트 
피싱헌터 ASP[7]

보호 상 정보패턴 
미리 정의

어 리 이션

<표 1> 국내 안티피싱 솔루션

  2.2 국외 솔루션

   재 국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안티피싱 솔루션들을 표 

2에서 보인다.

제품명 보안수  결정 서비스 제공 형태

PhishTank[8] 블랙 리스트 어 리 이션
(리포트기능)

Virtual Security
TM

 
Web Appliance[9]

블랙 리스트
+행동기반필터링
+URL필터링엔진

어 리 이션

FraudAction
SM

[10] FACC1) 검증 어 리 이션

TraceAssure[11] 화이트 리스트 툴바

VeriSign[12] 블랙 리스트 보안제품의 일부

NXD[13] 블랙 리스트 사이트검색

OpenDNS[14] 블랙 리스트 사이트검색

TrustWatch[15] 블랙 리스트 컴포 트
(ActiveX, 툴바)

Netcraft[16] 블랙 리스트
컴포 트
(ActiveX, 툴바)

Microsoft Phishing 
Filter[17] 블랙 리스트 툴바

<표 2> 국외 안티피싱 솔루션

   국외의 경우 안티피싱 워킹그룹, APWG 

(Anti-Phishing Working Group)를 심으로 피싱 방지에 

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 역시 

부분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험 상태( 험도)를 결정한

다[18]. 한 부분의 솔루션들이 툴바 형태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1) AFCC는 RSA에서 자체 으로 운 하고 있는 Fraud Analysis

인 Anti-Fraud Command Center임.

3.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

  3.1 체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

의 체 인 구조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1)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

에서는 기본 으로 신뢰 가능한 사이트들의 목록을 리

하는 WWL DB(Website White List DataBase) 와 그것

의 후보자 사이트들의 목록을 리하는 WQL 

DB(Website Qualified List DataBase)를 사용함으로써 사

이트 험도를 별한다. 사용자가 페이지를 방문할 때 그 

페이지에서 링크가 없는 텍스트 정보만을 보여 주는 경우

에는 험 요소가 없다고 간주되어 바로 출력한다. 그러나 

단순 텍스트 페이지가 아닐 경우 우선 으로 WWL DB를 

확인하고 WQL DB를 확인하게 된다.

  3.2 요구사항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을 한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클라이언트 측 고려 사항

   사용자가 요청하는 웹 페이지의 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에 한 피드백이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로그램으로 인해 느려짐으

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2) 서버 측 고려 사항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효율 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서버 자체에 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3.3 모듈기반의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웹사이트의 험

을 단하거나 WWL DB를 리하는 WWL 서버 는 

WQL DB를 리하는 WQL 서버로 웹사이트의 험도 

측정을 요청하여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해 주는 클라이언

트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듈기반 구조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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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조

   웹사이트의 화이트 리스트에 한 목록을 유지  

리하는 WWL 서버의 모듈기반 구조는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3) WWL 서버 시스템 구조

   WWL DB를 구축하기 해 WQL DB가 사용되며, 이

를 유지  리하는 WQL 서버의 모듈기반 구조는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4) WQL 서버 시스템 구조

4. 일럿 시스템 개발

  4.1 클라이언트 시스템 구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을 한 클라이언트 측 고려사

항을 충족시키기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 라우

의 툴바형태로 웹사이트 보안 수  확인 시스템의 클라

이언트를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 구 한 클라이언트 모

듈은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그림 5) 툴바 형태의 클라이언트 모듈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웹 라우 의 툴바에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으로써, 기존 라우 의 친숙한 

환경을 그 로 활용가능하다. 먼 , 사용자가 요청하는 웹 

페이지에 한 정보의 경우, 웹 라우 에서 BHO(The 

Browser Helper Object) 컴포 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에 한 피드백은 웹 라우 의 툴바 형태임

을 감안할 때 웹 라우  자체에 표 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툴바 형태의 클라이언트는 웹 라우

의 구동 시 모듈형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자원을 사용한다.

   클라이언트 측 모듈로서의 효용성을 가지기 하여 툴

바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

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 라우 에 어떠한 데이

터라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구 하기 

해서 웹 라우 에서 모듈 추가를 해 제공하는 인터

페이스를 활용하 다. 툴바 작성을 한 모듈은 MS에서 

미리 정의한 몇몇의 클래스(UserControl, IObjectWithSite, 

IDeskBand, IDockingWindow, IOleWindow, IInputObject)

를 상속받아서 구 하 다.

  4.2 서버 구

   서버 측의 구 을 해서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효율 으로 처리하고, 서버 자체에 한 보안이 강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해 WWL DB

와 WQL DB를 이용하 다. 한 실제 많은 웹서버를 사

용하고 있는 웹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데이터와 클

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그림 6에서 서버 

측으로 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달되는 xml의 한 를 

보인다.

(그림 6) 서버 측 데이터 송 형태

   WWL DB 내의 데이터는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xml 형태로 클라이언트 측에 달되며, 이러한 데이터

는 사이트의 보안 수 을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racle DB 는 MS SQL DB 와 함께 

XML 웹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Oracle  MS SQL 

서버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지속 으로 사용되고 있

는 만큼 그 안정성  보안에 해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 XML 웹 서비스는 기존의 웹 환경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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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

어, 본 연구에서 제작한 클라이언트 모듈 외의 모듈들과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5.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싱  과 

같은 공격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한 솔루션에 

해 분석과 방안을 제시하 다. 기존의 블랙 리스트 기반의 

안티피싱 솔루션의 문제를 극복하기 해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솔루션을 제안하 고, 화이트 리스트를 유지하고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의 험도를 측정하기 해 웹사이트 

보안수  확인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그리고 표

인 몇몇 웹사이트들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함으로

서 제안된 시스템과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피싱 사이트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

다는 목 을 달성하고 있지만 그 내부의 알고리즘과 실용

성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직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WWL DB  WQL DB를 유지하기 한 방법 

 알고리즘 연구가 재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 가능한 

사이트를 분별하기 한 공신력 있는 기 이 필요하다. 그

리고 실제 사용자에게 배포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 클라이언트 모듈의 랫폼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술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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