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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 융사기가 증하여 정부에서 스미싱, , 피싱, 메모리 해킹에 한 방법, 처 요령을 

배포하고 자 융거래법을 강화하 다. 이에 따라 자 융사기 방법 한 진화하고 처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 

과거의 무작  상로 보이스피싱이 아닌 공격 상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공격 상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치 하게 분석한다. 분석한 정보를 토 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신종 자 융사기로 진화하 다. 빅데이터화 

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보이스피싱의 공격 방법을 분석하고 앞으로  더 진화하고 있는 자 융사기의 응방안

을 제안한다. 메모리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장하는 방법으로 공격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다 

해도 정확한 정보를 도출 시킬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한 제 로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새로운 사회공학  

공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응방안을 제안한다.

• Key Words : 스미싱, , 피싱, 빅데이터, 융합, 자 융사기

Abstract   Recently government has distributed precautionary measure and response procedures for 

smishing(SMS phishing), pharming, phishing, memory hacking and intensifi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because of the sharp increase of electronic bank frauds. However, the methods of 

electronic bank frauds also developed and changed accordingly so much it becomes hard to cope with them. 

In contrast to earlier voice phishing targeted randomizing object, these new methods find 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argets and analyze them in detail making a big data base. And they are progressed into 

new kind of electronic bank frauds using those analyzed informations for voice phishing. This study 

analyze the attack method of voice phishing blended with the Big Data of personal informations and 

suggests response procedures for electronic bank frauds increasingly developed. Using the method to save 

meaningless data in a memory, attackers cannot deduct accurate information and try voice phishing 

properly even though they obtain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Big Data. This study analyze newly 

developed social technologic attacks and suggests response procedures for them.

• Key Words : Smishing, Pharming, Phishing, Big Data, Convergence, Electronic bank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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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지속 인 발달과 더불어 오늘날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디

지털 경제시 를 맞이하여 우리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라 불리는 미투데이, 트 터, 페이스북 사용과 

함께 치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Big 

Data)’ 환경에 도래하 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와 스마

트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더 방 한 빅데이

터를 만들고, 수집한 빅데이터를 사회공학  기법을 통

한 지능화 된 스미싱(Smishing)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

한 휴 폰과 스마트폰에서 사회공학 인 SMS 서비

스가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포함하여 송

되는 스미싱 공격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Private Data)

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피싱(Phishing)공격을 활용

하여 가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불특

정 다수의 이메일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이 가짜 사이

트에 속하도록 한 후, 속한 사용자의 융정보를 빼

내고 있으며[1], 사용자의 PC 내부에 악성코드를 주입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가는 것을 방해하여 공격

자가 만든 피싱 사이트로 속하게 한 후, 사용하는 본인

이 속되어 있는 곳이 피싱 사이트인지 원래 본연의 사

이트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융피해를 입기 까지 알지 

못하는 (Pharming) 공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2].

이와 같이 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겨냥하여 

이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미싱, 피싱,  공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능화된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량도 증가하고 있다

[3,4].

2. 관련연구
2.1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 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

뿐 아니라 문자와 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규모 데이

터를 말하며,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

이 폭증했다는 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

람들의 행동은 물론 치정보와 SNS를 통해 생각과 의

견까지 분석하고 측할 수 있다[5].

빅데이터 기술 분야는 다양하며 수집기술, 장기술, 

처리기술, 분석기술, 표 /활용기술, 리기술 로 나  수 

있고, 분류는 장, 처리, 분석의 구 방식에 따라 디스크

기반 기술, 인 메모리(In-Memory)기반 기술, In-DB기반 

기술 등으로 나  수 있다[5].

2.2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흔히 화 융사기단 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기 행 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음성(Voice)와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 면거래를 

통해 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6].

2.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7], 

인터넷 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

하여 문자메시지 내에 url을 첨부 하고 주소 클릭하면 악

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는 인· 융정보를 탈취하는 방식

의 해킹 기법이다[8]. 스미싱은 피싱을 기반으로 한 해킹 

기법이기 때문에 사회공학  해킹을 주로 이용한다. 피

해자의 친구나 가족으로 가장하여 유도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무료 쿠폰 제공’, ‘행사 이벤트 당첨’ 등의 문구

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법들이 리 알려져 

통하지 않게 되면 교묘하게 문구를 바꿔가며  다른 유

형의 스미싱으로 근한다. 최근에는 ‘택배 도착 알림’이

나 ‘경·검찰 련 진정서 확인’, ‘개인정보유출 확인’ 등 자

극 인 문구로 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공격자는 우리

와 평소 친분이 있는 상이나 특정 기 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성을 이용하여 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

무런 의심 없이 공격자가 보낸 url을 클릭하게 된다[9,10].

스미싱의 원리는 공격자가 SMS/MMS에 자신이 비

해놓은 악성코드, 트로이목마 등을 url로 링크를 걸어놓

고 피해자가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여 악성코드를 다운 

받게끔 만든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이 스마트폰에 설

치가 되면 그때부터 공격자는 자유롭게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나 융정보 등을 탈

취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피해자 스마트폰에 트

로이 목마 같은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것과 유사하다. 악

성코드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 융정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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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수신 알람, 카메라 등과 같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도 있게 된다[11,12].

3. 시나리오 및 분석
3.1 빅데이터 기반의 보이스피싱 공격 시나리오

해커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유혹하는 문구와 함께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 URL로 공격 상에게 스미싱문

자를 보낸다. 공격 상들은 호기심에 의해 URL을 통해 

악성 앱을 다운로드 하게 되고 악성 앱을 실행시킨다. 악

성 앱을 실행시키면 스마트폰에 장된 화번호부, 문

자메시지, 설치된 앱,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

가 해커에게 송된다. 해커는 송 받은 빅데이터 개인

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공격 상에게 맞는 맞춤형 데

이터를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게 달한다.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해커가  맞춤형 데이터를 토 로 공격

상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하여 공격 상에게 융피해

를 입히게 된다.

[Fig. 1] Big Data based Voice Phishing Attack Scenario

3.2 빅데이터 기반의 보이스피싱 공격 분석

그림 1의 시나리오 분석하기 하여 실제 해커입장이 

되서 테이블 1의 환경으로 스미싱 앱을 제작하고 서버를 

구축하 다.

Malicious App JAVA for Android

Hacker's Sever Cent OS 6.5 / Apache 2.2.15

Server Script Personal Hypertext Preprocessor

[Table 1] Scenario Environment

해커는 먼  공격 상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

미싱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Fig. 2] Smishing Attack Flowchart

① 해커가 제작한 악성 앱(Quiz.apk)을 서버에 업로드 

 개인정보 데이터를 받는 서버 스크립트 작성한다.

② 악성 앱(Quiz.apk)의 다운로드 경로를 피해자에게 

송한다.

③ 해커가 보낸 거짓 URL 주소를 해커의 서버로 연결

한다.

④ 해커의 서버에서 요청한 악성 앱(Quiz.apk)을 송 

 다운로드 한 악성 앱(Quiz.apk)을 피해자 스마

트폰에 설치한다.

⑤ 다운로드 한 악성 앱(Quiz.apk) 실행한다. 악성 앱

(Quiz.apk)에 심어둔 개인정보탈취 소스코드에 따

라 앱(Quiz.apk)이 동작한다.

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송되고 해커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다.

[Fig. 3] Smishing Attack Case

스미싱 공격으로 그림 3와 같은 URL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코드를 자동설치하고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송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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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해커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모아 맞춤형 데이터로 

가공,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JAVA for Android 

툴을 이용하여 Quiz.apk의 권한을 살펴본 모습이다.

[Fig. 4] Personal Information Load

그림 4의 소스코드를 보면 개인정보를 불러오는 권한

을 획득 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숨어 있다.

getSystemService(Context.TELEPHONY_SERVICE)

로 Context 객체에서 제공하는 getSystemService() 메서

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모델상태, 단말기 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한 String myNumber = 

mTelephonyMgr.getLine1Number()로 통해서 화번호

를 얻어낼 수 있다. ID, DISPLAY_NAME, 

HAS_PHONE_NUMBER, Phone.NUMBER 메서드를 통

해 화번호부에 등록된 이름, 화번호, 메모, 생일, 이

메일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낼 수 있다. 

얻어낸 권한으로 휴 폰 상태  ID 읽기, 연락처를 확인, 

통화 기록 읽기, 내장 메모리 수정/삭제, 보호된 장소에 

액세스 테스트, 모든 인터넷 사용 기능 등 해커가 원하는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탈취할 수 있는 소스코드가 숨어 

있다.

[Fig. 5]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악성 앱 코드 속에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뿐만 아니라 

송하는 코드도 숨어 있다. 그림 5과 같이 해커가 원하

는 정보를 불러온 뒤 VIVA_URL_ADD_CONTANT 메

서드를 통해 해커의 서버로 개인정보를 송하게 된다.

[Fig. 6] Hacker's Server Script

그림 6과 같이 악성 앱이 row POST data방식으로 

송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file_get_contents 

('php://input')를 통하여 싱한다. 서버 스크립트를 이

용하여 싱한 데이터를 해커가 보기 편하게 1차 가공한

다. 아래의 그림 7은 서버 스크립트를 통하여 데이터를 

달 받은 화면이다.

[Fig. 7] Outflow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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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ig Data Processing

그림 7에서 1차 가공한 데이터를 그림 8의 

MapReduce로 송한다. MapReduce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렬하고 하둡분산처리시스템(HDFS)으로 재가공  분

석한다[13,14,15]. 분석한 데이터를 토 로 공격 상의 친

한 친분 계가 구인지, 주거래 은행처는 어디인지, 은

행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회사거래처는 어디인지 등 

악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이싱피싱을 하게 된다면 피

해자는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대응방안
구  스토어, 통신사 스토어 등 스토어에 등록되지 않

은 미확인 앱은 개인정보 권한을 원천 으로 막아 주지 

않으며 권한을 줘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짓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

[Fig. 9] Permission Settings

① 설치된 앱에서 임워크에게 UID 9 권한으로 

화번호를 요청한다.

② 임워크는 통신사 앱 스토어, 구  앱 스토어 등 

마켓에 등록된 안 한 앱인지 검증한다.

③ 마켓에 등록된 안 한 앱이라면 UID 9 권한을 그

로 유지하며 하부 SQL Lite에게 화번호를 요

청한다. SQL Lite는 UID 9 권한에 해당하는 화

번호 목록을 앱에게 달한다.

④ 마켓에 등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앱이라면 

UID 9의 권한에서 21 권한으로 낮춘다.

⑤ SQL Lite에게 권한을 UID 21로 낮춰 하부 SQL 

Lite에게 화번호를 요청한다. SQL Lite는 UID 

21 권한에 해당하는 거짓 화번호 목록을 앱에게 

달한다.

화번호부를 요청하는 권한이 UID 9라고 가정할 때 

UID 9를 요청하는 앱 사용자에게 UID 21를 넘겨줘 거짓

화번호부를 제공한다. 와 같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스미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최근  더 지능화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융합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안 하지 못한 자 융 환경으로 

하고 있다. 융보안연구원이나 융감독원, 한국인

터넷진흥원 등 여러 기 에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에 

응하기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만, 제시되고 있는 응방안들은 여러 가지 한계 으로 

인하여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로 스마트폰을에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응하기 한 방법으

로 각 스토어와 통신사에서 미확인 앱과 기본 인 필터

링을 하는 것을 제안하 다. 스마트폰을 통해 융 이용

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맞춰 더욱 지능화된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활기를 칠 것으로 

상된다. 보안 앱과 통신사의 기본 인 필터링만을 신뢰

하지 않고, 나 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용자들이 조 만 더 신경 쓰면 범죄율은 확연히 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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