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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게시판 서비스에서의 비정상행위 탐지 및 블러킹 방안 제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는 대량의 광고성 게시글로부터 안정적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에게는 원하지 않는 게시글로부터 블러킹 방안을 제공 받아 깨끗한 웹 게시판 서비스를 가능한 방

안으로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면서 필터링 기술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스팸 메일 필터링 기술을 응

용하여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하여 필터링 효과 수준을 측정하고 다른 웹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사용자들은 자신

의 웹 사이트를 생성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블로

그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게시한다. 이러

한 서비스 증가로 인해 악의적으로 광고 및 타 사이

트 유도등 스팸성 글이 게시되어 해당 게시판이 광고,

유해 사이트 홍보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

며, 서비스 제공 사업자측면에서는 대량의 스팸 글로 

인한 서비스 안정성 저하 및 불필요한 트래픽 발생으

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비용 지불이 필요한 악

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시판 형태의 웹사이트에서 메일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티스팸 기술을 응용하여 

웹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에서 효과적인 광고성 글에 

대한 탐지 및 블러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법

은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 사용자 아이피, 유저아이디 

게시글 제목등을 메모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하여 사

이트 접속 할 때마다 검사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특

정 행태가 다수 발생하면 필터링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스팸 기술과 그에 대응하는 안티스팸 

필터링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3 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게시판 형태

의 웹서비스에서의 스팸 기술과 필터링에 대해 설명

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4 장에서는 실제 적

용 방법과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

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2. 관련연구 

2.1 메일 서비스에서의 스팸과 필터링 기술 

WWW(World Wide Web)에서의 대표적 스팸기술이 메

일 서비스 스팸이며, 스팸 메일의 정의는 발송자가 

재화나 서비스 판매 목적으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불

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되는 이메일을 말한다[1].

안티스팸 필터링 기술에는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차단, 

메일 서버에서 차단, 메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차단

하는 방법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메일 서버에서 차

단하는 방법에는 메일 서비스 업체에서 메일 송신 서

버 주소를 등록하여 해당 서버 이외의 주소에서 발송

되는 메일을 필터링하는 White-List DB 관리방법과 메

일 문서내 단어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방법의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스팸 메일 필

터링하는 방법등이 있다.[2] 

 

2.2 검색엔진의 순위조작을 위한 스팸과 필터링 기술 

웹 검색은 대다수의 검색엔진에 질의어를 입력하고

입력된 질의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웹 페이지를 찾

아내기 위한 검색엔진 자체의 쿼리엔진 알고리즘을 가

지고 있다. 검색 쿼리엔진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질의어에 대한 결과가 사용자의 요구와 일치하기 

어렵고 엔진 자체의 부정확함과 검색엔진의 높은 우선 

순위 획득을 위해 악의적 작성된 웹 페이지로 인해 웹 

페이지 스패밍(Spamming)이 발생한다. 위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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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Google  Bombing과 같은 

사건이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3].    

구글 검색 엔진이 페이지 랭크 기반 순위 방식으로 인

해 특정 키워드에 대해 웹 페이지가 과다하게 링크되

게 함으로써 구글 검색의 우선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이

다. 위와 같이 링크기반 검색 방식에서의 스패밍을 줄

이기 위해 웹 페이지의 컨텐츠 구조기반 접근법을 사

용한다.[4] 또한 link context를 이용하여 목적지 페이지

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조절하여 각 페이지의 링크 

순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스패밍 페이지 필터

링을 하는 방법등이 제시되고 있다.[5]  

 

2.3 웹 게시판에서의 스팸과 필터링 기술 

최근의 웹 서비스 사용자 형태가 메일에서 블로그, 

개인 홈피 이용률 증가와 함께 메일에서의 안티 스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블로그나 개인 홈피 게시판에 대

한 스팸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스팸 공격 방

법이 메일의 경우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취득이나, 유

해성 싸이트 홍보등에서 특정 웹 싸이트 홍보나 방문

을 유도하는 스팸글 공격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스

팸 공격에 대한 유해는 메일이나, 검색에서의 스팸과 

다른 형태로써 스팸 글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되

므로 대량의 트래픽 유입으로 서비스 불안정성 가중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대한 비용 

증가를 가져 오고 블로그나 개인 홈피 사용자 입장에

서는 불필요한 게시글로 인한 깨끗한 인터넷 환경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필터링 방안으로 

시간과 접속 리퀘스트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

능한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웹 게시판에 적용하여 필터

링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웹 게시판에서 스팸글에 대한 필터링 방법 

일반적인 웹 게시판은 서비스 관리자가 게시판을 

생성하고 방문자가 남긴 글을 읽거나 질문사항에 답

변하는 기능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

한 계층의 웹 서비스 접근이 보편화 됨 으로써 게시

판의 비속어 증가나 상품 광고, 특정 싸이트 방문 유

도등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활용한 게시판 스팸이 증

가 하고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웹 게시판 서비스 구조도 

 
[그림 2] 스팸 필터기능을 포함한 웹 게시판 구조도 

 

스팸 필터 기능을 포함한 구조는 스팸에 대한 정보

를 보관하는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요청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판단하기 위

해 [그림 2]와 같이 구성한다. 또한 위와 같이 스팸 관

리가 가능한 웹 서비스는 NCSA httpd v2.0 기반의 아

파치 웹 서비스에 mod_security 모듈[6]을 추가하여 텍

스트 기반의 비속어나 특정 단어 매칭을 통한 필터링

이 가능하나[7], 이 방법은 한정된 단어와 관리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필터 대상을 추가 할 때는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여 대용량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안티 스팸 기능은 웹 서비스에 추가 기

능으로 제공하는 것과 개별 상황에 적절하게 구축하

는 것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상황에 적절하

게 개발하여 구축하는 것이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필요하다. 이것은 특정 스팸 사용자가 

동일한 형태의 스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중 스팸룰 관리나 즉각적 대응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곳에서는 바람직한 구성이다. 

 일반적인 웹 시스템 구성도에서 추가적으로 안티 

스팸이 들어가 있어 사용자의 응답지연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웹 소스에서 안티 스팸 

모듈을 호출할 때 특정 시간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에는 정상처리가 되도록 구성을 함으로써 안티 스팸 

서버의 장애나 응답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구현이 되어야 한다. 

 

 
[그림 3] 안티 스팸 서버의 내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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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스팸 서버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

어 있다. 멀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 필드

와 각 서비스의 정책을 관리하는 룰과 이 룰의 정보

를 보관하는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안티 스팸 DB구성 알고리즘 

 

 
 

위와 같은 안티 스팸 알고리즘으로 상위 주체에 대

해 하위 항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안티 스팸에 대해 실 서비스 적용 방안은 다음

과 같이 일반 사용자와 스팸을 발생시키는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 룰을 선택한다. 

게시판 서비스에 안티 스팸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안티 스팸 서비스에 적용할 대상 게

시판에 고유한 SID (Service Identification)을 부여한다. 

이 SID 를 기준으로 룰 항목의 RID 와 카테고리 항목

의 CID 값이 동일하게 하여 일관성을 갖는 구조로 구

현한다. 스팸 구성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면 서비스 항목에서 Rule Count 값은 하나의 

서비스에 다중을 Rule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수 관리가 필요하며, 룰 항목에서 R-Type 은 해당 

서비스에서 로그인 사용자 또는 비 로그인 사용일 경

우에는 클라이언트 IP Address 등이 될 수 있으며 또

한 룰 항목에서 다중의 카테고리를 선택 할 수 있으

므로 카테고리 카운트 항목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항

목에서의 C-Type 은 스팸 관리가 특정 시간에 대한 

관리(Time)와 특정 트래픽에 대한 관리로 구분 될 수 

있다. 또한 룰에 대한 사용자 구분은 로그인 사용자

는 로그인 아이디, 비 로그인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아이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대상 항목은 대상 게시

판 ID 나 특정 게시물 번호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블

러킹 대상 시간과 횟수를 선택 가능함으로써 대량의 

스팸 트래픽이 유입될 경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면 아래의 표와 같

다. 

 

[표 2] 게시판 안티 스팸 서비스 적용 조건 

 
 

  [표 2]와 같은 조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을 하

면 게시판 서비스에서 정교한 스팸 필터링이 가능하

다 예를 들어 특정 로그인 사용자가 특정 게시판에 1

분에 10 회 이상 게시판을 읽거나 쓰는 행위가 발생

하면 하루동안 그 게시판에 접근 불가능하게 함. 또

는 게시판의 내용 중에 유해단어가 포함된 글을 쓰는 

것을 방지 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한된 사용자에 대한 

블러킹 시간을 유연하게도 가능하다. 

위의 서비스 적용 조건에 대한 예를 들면 10 분 동

안에 특정 블로그 게시판에 대한 리퀘스트가 50 회 

이상이고 20 분내에 동일 클라이언트 IPaddress 에서의 

리퀘스트가 20 회 이상이면 해당 블로그 게시판에 대

해 해당 클라이언트 IP 주소에 대해 2 시간 동안 블러

킹 할 수 있다. 

 

4. 검증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게시판에서의 안티 

스팸 적용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통하여 안티 스팸 

서버의 부하를 측정하며 위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적용 가능 여부 및 범위를 수립한다. 

 

 
[그림 4] 부하 테스트 구성도 

위의 테스트 구성환경에서 부하테스트 툴은 마이크

로 소프트 사의 Application Center Tools(이하 ACT)를 

사용한다.[8]  ACT 는 웹 서버의 스트레스를 테스트 

함으로써 가상의 사용자를 임의적으로 부여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때 웹 서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ACT 부하테스트 화면 

 

스트레스 툴 서버는 Windows2003 Server 에 ACT 를 

설치하고 웹 서버는 Windows 2003 Server에 IIS 6.0으

로 구성하며, 안티 스팸 서버는 Linux Kernel 2.6 + 

Berkeley Memory DB로 구성된다. 

테스트는 게시판의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으로 분

류하여 단위 시간당 허용시간, 허용 트래픽, 블록킹 

및 안티 스팸 서버의 부하로 인해 통과되는 리퀘스트

의 량을 측정하여 안티 스팸 서버의 기능 구현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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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파악할 수 있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안티 스팸 DB 에 서비스, 

룰, 카테고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추가 해야 하는 항

목은 스팸 디비 알고리즘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list.asp : 게시판 읽기 기능에 대한 테스트] 

Service : ADD, 10005, 20070701, 20070901, 0, 24, Read 
Rule : ADD, 10005, 20005, Client_IP, 0, 1 
Category : ADD, 20005, 30005, Time, 0, 0 
 

 
[그림 6] 게시판 읽기 기능에 대한 안티 스팸 

부하 테스트 

위의 [그림 6]에서와 같이 안티 스팸 기능을 포함한 

게시판에서의 부하 테스트 결과는 블러킹 조건에 만

족하면 더 이상 정상 프로세스 처리가 아닌 스팸으로 

처리하여 블러킹 카운트가 증가되며 서비스 또한 블

러킹 오류 페이지로 전환된다. 또한 해당 읽기 기능

을 처리하는 list.asp 파일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안티 

스팸 적용전에는 평균 2.32 초 이며 안티 스팸 기능을 

추가하면 2.57 초로 기능의 유무에 대한 차이는 0.4 초 

이내며 스팸 확인후 해당파일의 응답시간은 안티 스

팸 서버가 없는 상태의 응답시간에 수렴하며, 전체적

인 서비스 지연현상이 미미 하다. 

[ update.asp : 게시판 쓰기 기능에 대한 테스트] 

Service : ADD, 10006, 20070701, 20070901, 0, 24, Write 
Rule : ADD, 10006, 20006, Client_IP, 0, 1 
Category : ADD, 20006, 30006, Time, 0, 0 
 

 
[그림 7] 게시판 쓰기 기능에 대한 안티 스팸  

부하 테스트 

위의[그림 7]은 게시판 쓰기 기능에 대한 부하 테스

트이며 update.asp 에 대한 응답시간은 list.asp 보다 약

0.4초이상 높은 2.71초이며 스팸 기능 추가전 2.49초

보다 0.22 초 증가되었으며 스팸이 발생하는 부하 테

스트 40 초 이후에는 안티 스팸 적용전 응답시간에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며 전체적인 웹 서비스에 대한 

지연시간에는 큰 변화는 없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게시판 

에서의 스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안티 스팸 서버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지연현상을 최소화 하면서 게시

판에서의 스팸을 필터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IP 주소나 특정 트래픽에 대한 블러킹으로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방어는 가능하나 프락시 서버

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관공서 사용자에 대한 스팸머 

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

제로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일반적인 웹 서비스에서

의 스팸 블러킹에 대한 적중율을 높일 수 있는 알고

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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