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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 phishing attacks are flooding with services based on the web technology. Phishing is affecting online security 

significantly day by day with the vulnerability of web pages. To prevent phishing attacks, a lot of anti-phishing techniques has been 

made with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spectively, but the phishing attack has not been eradicated completely ye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phishing in detail and categorize a process of phishing attack in two parts - Landing-phase, 

Attack-phase. In addition, we propose an phishing detection methodology based on web sites heuristic. To extract web sites features, 

we focus on URL and source codes of web sites. To evaluate performance of the suggested method, set up an experiment and analyze 

its results. Our methodology indicates the detection accuracy of 98.9% with random forest algorithm. The evaluation of proof-of- 

concept reveals that web site features can be used for phishing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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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 공격이 차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피싱 공격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피싱 공격

에 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한 응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피싱 공격의 차를 근 유도 단

계와 공격 실행 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싱 공격의 유형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피싱 공격에 한 인식을 재

고하고 피싱 공격의 피해를 사 에 방할 수 있다. 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각 피싱 유형에 한 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응 방안은 각 단계별로 합한 웹사이트 특징을 활용한 방식이다. 응 방안의 유효성을 단하기 하여 제안한 특징 추출 방안을 통해 

휴리스틱 기반 악성 사이트 분류 모델을 생성하고 각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안티 피싱 기술

을 강화하는 기 가 되고 웹사이트 보안 강화의 기반이 된다.

키워드 : 피싱, 안티피싱, 휴리스틱

KIPS Tr. Comp. and Comm. Sys.
Vol.4, No.10  pp.349~360  pISSN: 2287-5891

1. 서  론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4년도 한국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  9명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자

료  정보 획득(91.3%)’ 는 ‘음악, 게임 등 여가활동(86.3%)’, 

‘이메일, 메신  등 커뮤니 이션 활동(85.5%)’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 구매  매(46.3%)’, ‘인터넷 융

(41.8%)’, ‘블로그․미니홈피를 포함한 홈페이지 운 (37.1%)’

을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10명  4∼5명 정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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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

남에 따라 악성코드가 확산되고, 피싱, 스미싱, 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나타나며, 불확실한 정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침해사고 응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 기 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는 

총 7,999건이고 2014년에는 9,798건으로 22.4%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2013년에 탐지한 악성코드 은닉사이트1)는 

17,750건이고, 2014년에는 27,302건으로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사용자를 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이 증

가하면서 공인인증서  융정보 유출 피해도 더욱 확산되

고 있다. 따라서 한 피싱 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 자체 는 악성코드를 유포
하는 주소(URL)가 숨겨져 있어 홈페이지에 방문한 PC를 악성코드에 감염
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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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피싱 응 방안 연구를 해서는 피싱 과정에 

한 명확한 이해  각 공격 유형에 따른 특징 분석이 필

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피싱 차에 따라 발생하

는 악성 행 를 두 단계로 나 어 분석한다. 한, 각 단계

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하여 피싱 공격을 탐지할 수 있

는 분석 기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출된 

분석 기 을 악성 사이트의 특징으로 활용한 휴리스틱 기반 

안티피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유사 련 연

구에서 사용된 특징을 종합하고, 피싱 탐지에 유효한 특징

을 추가하여 피싱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피싱 탐지율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를 방문할 때 근을 차단하여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 서론에 이어 2 에

서는 피싱의 정의  동향을 살펴보고, 3 에서는 피싱 

차를 근 유도 과정과 공격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4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에 하여 언 한다. 

5 에서는 이에 한 검증을 한 실험을 수행하며 그 결과

에 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6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피싱 정의  피해 황

피싱(Phishing)이란 용어는 1996년 AOL(America Online)

의 신용도가 높은 사용자의 계정을 도용한 해커에서 그 유

래를 찾을 수 있다[3]. 이때 해커들은 타인의 ID와 비 번호

를 피시(phish)라 일컬었으며 당시 해커들 사이에서는 피시

가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유통되기도 하 다. 이후 피싱은 

타인의 정보(phish)를 획득하는 행 뿐만 아니라 융정보 

불법 근  사용자를 사기성 사이트로 유인하는 행 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2005년, 옥스퍼드 어사 에

서 신조어인 피싱을 표제어로 등재한 이래로,  세계 으로 

피싱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APWG(Anti- 

Phishing Working Group)에서는 피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4]. “피싱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융계좌 증명 

정보 등을 훔치기 하여 사회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로그램을 사용자 PC에 설치하

여 정보를 훔치는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범죄 기술이다.” 피

싱 사기의 성공률이 증가하면서 피싱은 차 다양한 유형으

로 지능화되는 추세이다.

Fig. 1은 국내외 피싱 사이트 피해 황을 나타낸 그래

이다[2, 5]. 국내 피싱 피해 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꾸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 피싱 피해 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와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

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다. 하지만 국내는 2013년을 기 으로 국외의 감소 추세와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피싱 공격은 다변화, 고도화, 타깃화 되는 추세다. 

특히 사용자는 피싱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

Fig. 1. Damage of Phishing Site

려워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근하는 상황에 해당 웹사이트의 악성 여부를 별하는 보

안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 피싱에 응하기 해서는 피

싱 과정에 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각 피싱 단계에 

합한 응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피싱 차

본 논문에서는 피싱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단계로 

나 어 정의한다. Fig. 2는 피싱 차에 한 개념도이다. 

첫 번째 단계는 근 유도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회공학  

공격 방법2)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신뢰하는 정보로 인식하여 

피싱 사이트에 근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사용되는 방

법으로는 복제 웹사이트, 이메일, SMS, SNS 댓 , XMPP 

등이 있다. 피싱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융정보)를 탈취하는 사이트와 악성코드 은

닉사이트를 포함한다. 

Phishing

Landing Attack

Malicious Code

Man-in-the-Middle

Drive-by-down

Damages

Phishing Bot

Illegal Charging

Personal Info.
Back Account

Email

SMS

Social Media

Fig. 2. Concept of Phishing Phases

2) 사회공학  공격 방법 :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취약 을 공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공격 방법. 인터넷의 발달로 이메일, 인터넷 메신 , 트 터 
따 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채 을 다각화함에 따라 지인으로 가장하여 원
하는 정보를 얻어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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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공격 실행 단계이다. 이 과정은 피셔

(Phisher, 피싱 공격자)가 소 트웨어의 취약 을 악용하여 

악성코드( 는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피해

를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두 단계를 통해 피싱 공격이 성

공하면 사용자는 개인정보  융정보를 유출, 과 (소액결

제, 폰뱅킹), BOT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3.1 근 유도 단계(Landing Phase)

근 유도 단계는 악성 행 를 하기 한 사이트로 사용

자를 유도하는 행 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공학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각 기술은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 으로 사용하여 피싱 사이트로의 

근을 유도한다. 

3.1.1 복제 사이트(Clone Phishing)

실제 존재하는 합법 인 홈페이지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격이다[7, 8].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복제하여 피싱을 수행하는 공격 유형

으로, 복제 사이트는 일반 으로 사용자에게 로그인 정보를 

요청한다. 복제 사이트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격자의 서버에 

장하여 추후 공격에 사용하도록 한다. Web Spoofing 공격

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웹 라우 에는 도메인 

이름  HTTPS와 같이 피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내장된 보안 표시 등이 있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자들에 

의해 무시되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1.2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스피어 피싱은 특정 기 이나 회사의 직원을 타깃으로 설

정하고 이메일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근을 유도하는 공격

이며 지능형지속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의 일종이다.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해 련 유

사 기 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장하여 메일을 보내

는 경우가 많다. 이메일의 첨부 일을 실행할 경우 사용

자를 악성코드 배포 사이트로 유도하는 공격을 수행하거

나, 직  악성코드를 실행하여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키는 

등의 피해를 다. 트 드마이크로(TREND MICRO)에 따

르면, 표  공격의 91%가 스피어 피싱 이메일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스피어 피싱 메일의 94%는 일을 첨부

한 형태이다. 공격 상의 76%가 기업이나 정부기 이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큰 편이다[9]. 2014년 12월 9일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례를 살펴보면 유출된 직원의 개인정보

를 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형태의 스피어 피싱 기술

이 사용되었다[10].

3.1.3 URL 공격

사용자가 정상 사이트로 장한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 악

성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격이다. 이와 련된 

공격은 유사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공격이나 기술 으로 

장된 링크를 사용하는 공격이 있다. 

유사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공격은 naver.com과 같은 유

명 도메인을 nover.com과 같은 형태로 혼동하기 쉽게 철자

를 변경하여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공격이다. 

기술 으로 장된 링크를 사용하는 공격은 정상 사이트

로 장한 링크를 생성하여 링크 클릭 시 악성 사이트로 유

도하는 공격이다[11, 12]. 이때 사용되는 링크의 형태로는 

Redirected Links, Obfuscated Links, Map Links, Shorter 

Links 등이 있다. Redirected Links는 html의 특징을 이용하

여 화면에 표시되는 링크 텍스트를 변조하는 형태이다. 

Obfuscated Links는 링크에 인코딩된 문자열을 추가하여 다

른 URL로 속할 수 있도록 장된 링크이다. Map Links

는 이미지맵으로 생성된 링크에 악성 사이트의 URL을 포함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Shorter links는 URL Shorter(단

축 URL) 서비스를 악용하여 진짜 도메인을 알아볼 수 없도

록 하는 공격이다. 표 인 단축 URL은 구 의 Shorter와 

Bit.ly를 사용한다. 특히 짧은 문자열을 활용할 수 있고, 사

용자에게 사이트 주소를 장할 수 있기 때문에 스미싱 공

격에 주로 사용된다. 기술 으로 장된 링크의 발 된 형

태로는 진짜 도메인을 넣고 path 도메인은 다른 곳으로 연결

하거나 도메인 이름 신 IP 주소를 넣는 형태, 혹은 URL 

난독화 기법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

  

3.1.4 검색 엔진 피싱 공격(Search Engine Phishing Attack)

검색 엔진의 취약 을 통해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상 에 

랭크되도록 조작하여 사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공

격이다[12]. 공격자는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검색 엔진에서 

피싱 웹사이트가 상 에 랭크되도록 한다. 공격자가 정상

인 사이트로 장하고 고객에게 흥미를 유발할만한 상품을 

제공할 경우, 검색 엔진에 등록될 수 있다. 따라서 검색 엔

진은 사용자의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상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함께 표시한다. 사용자들은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

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피싱 사이트에 속한다. 사

이트 방문 시 악성 로그램이 설치되거나 회원 가입과정이

나 상품 구매 정보를 장한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피싱 

사이트에 제공한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싱을 목 으로 사용자를 피

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

도 단계는 잠재 인 피해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방하기 해서는 웹사이트 근 시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2 공격 실행 단계(Attack Phase)

악성 사이트로 유도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하여 악

성 행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공격 기술이라 한다. 악성코

드3)가 실행되도록 공격자는 다양한 취약 을 이용한다. 소

트웨어의 취약 은 공격자가 시스템에 하여 보안 

을 가할 수 있는 진입 을 의미한다.

3) 악성코드 : 악의 인 목 을 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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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Drive-by-download 공격

웹 라우 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웹사이트에 속

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 동의 없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다

운되어 실행되는 공격이다. 이 공격은 웹사이트의 취약 을 

이용하는데, 웹 라우 , 래시, 자바 등 많이 사용되는 소

트웨어들을 상으로 한다. 소 트웨어의 취약 으로 인

해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그 스크립트로 인해 악성코드

가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방식이다.

Fig. 3. Drive-by-download Attack

Fig. 3은 Drive-by-download 공격 시나리오를 도식화하

고 있다. 공격을 한 첫 번째 단계로 피셔는 많은 사용자

가 방문하는 유명한 웹사이트를 상으로 취약 을 분석한

다. 두 번째 단계로 분석된 취약 을 통해 웹 공격을 수행

하여 공격 상 사이트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한다. 마지

막으로 악성 스크립트에 감염된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방문

하는 경우 악성 로그램이 사용자의 환경에 다운로드되어 

실행된다. 실행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수행되며 이는 사용자

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13].

  

3.2.2 간자 공격(Man-in-the-middle: MITM)

상자와 웹서버 사이의 연결을 끊고 공격자가 그 연결

을 계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공격이다.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가로채고, 삽입  메시지 

송 에 메시지를 수정하는 형태이다. 트로이목마와 같은 

악성코드가 사용된다[8, 14]. Fig. 4는 간자 공격을 도식화

한 그림이다.

Fig. 4. Man in the Middle Attack[14]

3.2.3 Content-injection Phishing

공격자가 정상 인 사이트 콘텐츠의 일부를 사용자의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하는 공격이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격자에게 송하도록 하거나 악성코드를 실

행하여 악성 사이트로 연결하는 공격이다[12]. 웹 애 리 이

션의 취약 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안에 악성코드(악성 스크

립트)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웹 애 리 이션의 취약 을 이

용한 공격 방식으로는 XSS(Cross Site Scripting), CSRF, 

File Upload, File Download 등이 있다. 

Content-injection 공격  가장 많이 발생하는 XSS는 사

용자가 정상 으로 근한 웹페이지에 피셔가 임의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공격이다. 

주로 게시 에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을 올리는 형태가 

많다. Fig. 5는 XSS 공격 시나리오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Fig. 5. XSS Attack

XSS 공격의 첫 번째 단계로 피셔는 웹사이트 취약 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악성 스크립

트를 삽입한다. 두 번째 단계로 사용자는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웹사이트( : www.naver.com)를 방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요청에 한 응답으로 악성 스크립트가 포

함된 웹페이지가 결과값으로 사용자 측에 송되는 단계이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환경에서 수

신된 악성 스크립트가 수행되어 사용자의 쿠키 정보  세

션 정보를 피셔 측으로 송신한다. 사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이동시켜 추가 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3.2.4 (Pharming)

악성코드를 실행하여 웹사이트 트래픽을 다른 악성 사이

트로 이동시키는 공격을 말한다. 정상 사이트의 도메인 이

름이 악성 사이트의 IP 주소에 매핑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DNS-Based Phishing이라 구분하기도 한다[8]. Fig. 6은 

DNS 기반의 피싱( ) 공격을 도식화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피셔는 사용자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자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평소

에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

상 사이트로 착각한 사용자는 융정보  개인정보를 입력

하게 된다. 



웹사이트 특징을 이용한 휴리스틱 피싱 탐지 방안 연구  353

  

Fig. 6. Pharming Attack

Fig. 7은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공격이 발생하는 실

제 사례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특정 사이트 속 시 아

래와 같이 팝업창과 함께 혹은 독자 으로 Active X 설치를 

유도하는 창이 뜰 수 있다. Active X가 설치되면 추가로 악

성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게 된다[15].

Fig. 7. Active X Installation Leading[15]

언 한 바와 같이 공격 실행 단계는 악성코드를 실행하여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사용자는 악성코드의 

실행을 인식할 수 없으며 악성코드의 실행을 막기 어려우므

로 피싱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응 방안이 필요

하다.

결론 으로 피싱은 사용자를 유도하는 단계와 공격을 실

행하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다양한 공격 유형

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피싱 공격을 탐

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3 련 연구

피싱 공격은 악성코드 난독화  백신 우회 등의 기법을 

용하여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한, 블랙리스트 방식의 

피싱 탐지 기법을 우회하기 해 짧은 시간 개설되어 공격

을 수행하는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 응 

방안으로 휴리스틱 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휴리스틱 방식은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의 특징

을 분석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분류의 기 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17, 18]. 분류 모델은 각 사이트 특징 간

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피싱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 기 이

다. 휴리스틱 안티 피싱 방식은 정상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

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추출하는 특징 추출 단계와 분류 모

델을 생성하기 한 기계 학습 단계, 마지막으로 생성된 분

류 모델을 통하여 근을 요청한 사이트의 악성 여부를 

단하는 검출 단계를 거친다. 

휴리스틱 방식은 피싱 공격의 유도 단계와 실행 단계 모

두를 탐지 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피

싱 응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리스틱 방식은 분류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에 응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사용되는 특징이 탐지율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특징 선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피싱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 모두를 탐지하

기 하여 단계별로 합한 특징을 도출하여 휴리스틱 기반 

안티 피싱 기법에 용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웹

사이트의 특징과 피싱 사이트에서 나타내는 특징과의 유사

도를 비교하여 악성 여부를 별할 수 있다. 

4. 제안하는 피싱 탐지 방식

본 논문에서 기계학습을 해 사용하는 특징은 URL 련 

특징과 소스코드 련 특징이다. 두 가지 특징은 각각 피싱 

유도 단계  공격 단계를 수행하는 사이트를 탐지하기 해 

활용된다. Fig. 8은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웹사이트 특징에 

한 개념도이다. 

Clone Site
Spear Phishing
URL Attack
Search Engine 

Landing

Phishing

Third Party
URL Spelling
Domain Property

URL

Drive-by-Download
Content-Injection

Attack

HTML
Java Script
Redirection Link

Source Code

Detection

Fig. 8. Detection Concept

근 유도 단계는 사회공학 인 방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를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상 사이트인

지 피싱 사이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하지만 웹사이트 

속을 해서는 URL이 필요하다는 공통 이 있다. 이를 활

용하여 URL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고 각 요소를 웹사이트

의 특징으로 활용한다. 한, 공격 실행 단계는 사용자가 방

문하는 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악성 스크립트)가 설치되는

지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이트에 방문

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공격에 응하기 해서는 

웹페이지의 콘텐츠(소스코드)를 사이트의 특징으로 활용한

다. 이를 해 소스코드 내부에서 비정상 인 행 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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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URL-based Feature

Feature Description

1

Third
Party

Similarity of primary 
domain and Google 
Suggestion (primary 
domain)

Levenshtein distance between 
primary domain and Google 
Suggestion (primary domain) 

2
Similarity of subdomain 
and Google Suggestion
(subdomain)

Levenshtein distance between 
primary domain and Google 
Suggestion (subdomain) 

3

Similarity of path 
domain and Google 
Suggestion (path 
domain)

Levenshtein distance between 
primary domain and Google 
Suggestion (path domain) 

4
Safety of Google 
Suggestion (primary 
domain)

Whether result of Google 
Suggestion (primary domain) 
is present in the whitelist

5
Safety of Google 
Suggestion (subdomain)

Whether result of Google 
Suggestion (subdomain) is 
present in the whitelist

6
Safety of Google 
Suggestion (path 
domain)

Whether result of Google 
Suggestion (path domain) is 
present in the whitelist

7 Google page rank PageRank value of domain

8 Alexa rank AlexaRank value of domain 

9 Alexa reputation Alexa reputation value of domain

Table 1. URL Features

스러운 행 를 유발하는 소스코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별한다. Man-in-the-middle 공격  Pharming 공격의 경우 

네트워크 장비 단말에서 탐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범 에서 제외한다. 

본 논문에서는 피싱의 근 유도 단계와 공격 실행 단계

의 피싱 공격에 응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 언 한 특징

을 종합하고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여 피싱을 탐지하는 방안

을 제안한다. 휴리스틱 기반 피싱 탐지 기법의 처리 과정은 

기계학습 과정과 검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9는 

피싱 탐지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9. Phishing Detection System Architecture

첫 번째 기계학습 과정에서는 정상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웹사이트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과정을 수행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한

다. 두 번째 검출 과정에서는 기계학습 단계에서 도출된 분

류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악성 여부를 단한다. 웹페이지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이것을 통해 분류기에서 웹페이지를 정상 혹은 악성 사이트

로 구분할 수 있다.

4.1 URL 기반 특징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네트워크상에서 자원

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한 규약이며 주로 웹사이트 

속 주소로 많이 사용된다. URL은 로토콜, Sub Domain, 

Primary Domain, Top-Level Domain(TLD), Path Domain

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10은 URL의 구조를 나타낸 개념

도이다.

Fig. 10. Structure of URL

사용자는 URL을 사용하여 피싱 사이트에 근하기 때문

에 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근 유도 단계에서 피싱 사

이트를 탐지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 인 피싱 사이트는 사

용자가 피싱 사이트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URL을 조작하여 

근 유도 공격을 수행한다. URL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를 악용한 피싱 사

이트를 검출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URL 특징을 활용한 

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Table 1은 기존 연구에서 사

용한 URL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19-28]. 련 유사 연구에

서 사용된 특징을 종합한 결과 URL 특징은 3rd Party 정보

를 활용한 특징, URL 철자 련 특징, 도메인 속성 련 특

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3rd Party 정보를 활용한 특징은 검색엔진이나 

웹사이트 랭킹 사이트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URL에 

한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사용자가 많이 방문하

는 사이트를 모방하는 피싱 사이트를 탐지하는 특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Google Suggestion을 이용한 특징은 련 연

구 [19, 20]에서 언 되고 있으며, 구  검색엔진에서 제공하

는 추천 단어를 활용한 특징이다. 분석 상 URL을 검색엔

진에 입력할 경우 검색 결과로 검색어와 유사한 URL을 추

천 단어로 제공한다. 제공된 추천 단어와 분석 상 URL 

간의 유사도를 편집거리를 측정하여 분석 특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추천 단어가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내 도메인  하나라면 신뢰성 있는 사이트의 모방 사이트

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추천 단어의 화이트 리스트 내의 존

재 여부를 확인한다. Page Rank를 이용한 특징은 련 연

구 [21]에서 언 된 특징이며, 피싱 사이트가 존재하는 기간

이 매우 짧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 으로 방문하지 않기 때

문에 Page Rank 값이 매우 낮게 측정되거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을 활용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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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URL-based Feature

Feature Description

10

URL
Spelling

Via IP address
Whether domain is in the 
form of an IP address

11 Length of URL Length of URL

12 Suspicious character Whether URL has ‘@’, ‘// ’, ‘_’

13 Prefix and suffix Whether URL has ‘-’ 

14 Number of subdomain Number of dots in domain

15 Port number matching
Whether explicit port number 
and protocol port number are 
equal 

16
Number of TLD and 
out of TLD position

More than one TLD in URL, 
and out of TLD position

17
Primary domain 
spelling mistake

Whether primary domain is 
similar to whitelisted domains 

18 Number of ‘/ ’ Number of ‘/ ’ in URL

19

Domain
Property

Country matching
TLD country, and domains 
country are equal or not

20 HTTPS protocol Whether URL use https.

21 DNS record Whether URL has DNS record

22 WHOIS record Domain age in WHOIS record 

23 Value of TTL TTL value of domain

24 PTR record
Whether domain has PTR 
record 

두 번째로 URL 철자를 이용한 특징은 URL을 구성하는 

문자열 정보를 활용하는 특징이다. 피싱 사이트의 경우 정

상 사이트와 유사하게 보이기 해 기존 사이트의 URL 철

자  몇 개의 문자열을 바꾸는 형태로 악용하기 때문에 이

를 분석할 경우 악성 사이트 탐지에 활용할 수 있다. 련 

연구 [20, 22, 24, 27]에서 언 된 특징은 정상 인 URL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특수문자, 단어 등이 존재하는

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특징이다. 련 연구 [23]에서는 IP 

주소만으로 구성된 URL일 경우 악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

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특징을 언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도메인 속성을 활용한 특징은 URL이 가지는 

고유 속성값을 이용한 특징이다. 피싱 사이트는 정상 인 

URL이 가지고 있는 속성값들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

다. 이 속성값의 유무로 정상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구별

할 수 있다. 련 연구 [22, 24, 26, 28]에서는 도메인이 얼마

나 오래 는지, 얼마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DNS 기

록 정보, 사이트 트래픽 등의 도메인 기반 특징을 언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피싱 사이트를 구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새로 추가된 특징은 서  도메인의 길이를 

분석하는 특징과 피싱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포함한 

URL에 련된 특징이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

가한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 

Feature Description

1 Sub-domain length Count of sub-domain characters

2 Phishing related words
Count of phishing related words 

in URL

Table 2. New URL Features

첫 번째로 추가한 특징은 서  도메인의 길이를 측정하는 

특징이다. 스마트폰은 디스 이 화면이 작아 체 URL을 

보기 힘들다는 취약 을 이용한 피싱 공격을 탐지하기 해 

추가한 특징이다. 피싱 사이트들은 URL의 서  도메인을 지

나치게 길게 하여 주 도메인이 스마트폰 디스 이상에 보이

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임을 알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추가한 특징은 최신 피싱 사이트의 동향을 반 하여 

새롭게 정의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특징으로 피싱과 연

된 단어 8개를 정의하고 해당 단어가 웹페이지 URL에 포함

되는지를 단하는 특징이다. 특징을 사용한 연구들이 발생한 

시기의 피싱 사이트와 재의 피싱 사이트의 차이가 있으므로 

새로운 피싱 연  단어 8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4.2 소스코드 기반 특징

일반 으로 웹 라우 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서버에서 페이지 코드(HTML, Javascript 등)를 수신하고 이

를 실행하여 화면으로 표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피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악성코드는 웹페이지를 더링하는 과

정에서 공격을 실행하거나 특정 악성 로그램을 설치하는 

형태로 공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실행 공격 단계를 

탐지하기 해서는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특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드 실행 공격 단계에서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 일부를 ·변조하여 사용자가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격을 탐지하기 하여 소스코드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한 피싱 탐지 련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Category Feature Description

1

HTML

Double Document
Duplicated HEAD, BODY tag 
count in code

2 Form Tag FORM tag count in code

3 Iframe Tag IFRAME tag count in code

4 Input Tag Suspicious Input tag count

5 Login Form Page has login form or not

6 Tag count Count of all html tags

7 Count of Domains Count of webpage domain in code

8

Java

Script

Right Click disable Value of oncontextmenu field

9 Onmouseover Script onmouseover script count

10 Pop-up Window
Count of popup window script in 
code

11 Suspicious Keyword
Count of suspicious keyword in 
code

12 Active x Function Active-x function count in code

13 String Function Count of function related string

14 DOM modify unction Count of DOM modifying Function

15 Suspicious Events Count of suspicious event in code

16 Suspicious Function
Count of suspicious function in 
code

17

Redirection

Link　

Foreign anchor
Count of redirection anchor tag to 
another site in code

18 Server Form Handler
Count of Form tag which sends 
info. to another server

19 Foreign request
Count of foreign requested 
Objects(images, link)

20 Suspicious Link
Count of links contains Suspicious 
keyword

21 Link Count Count of all links in code

Table 3. Sourcecod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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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에서 사용한 소스코드 특징을 종합한 결과 크게 

HTML Code, Javascript Code, 그리고 Foreign Link와 같이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3은 기존 련 연구에

서 언 된 소스코드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17, 22, 24, 27, 

29-35].

첫 번째로 HTML Code와 련된 특징은 HTML(Hyper 

Terminal Markup Language)로 작성된 활용한 웹페이지 구

성요소를 통한 악성 행 를 탐지하기 한 특징이다. 련 

연구 [24]에서 언 한 특징은 사이트 내부에 악성 사이트를 

삽입하는 형태의 변조 공격을 탐지하기 해 코드 내에 

복된 특정 HTML 태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특징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Form 태그에 악의 인 사이트로의 유도 링크가 포함되거나 

불필요한 Iframe 태그가 다수 포함될 경우 악성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 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특징을 사

용할 수 있다[17, 22, 24, 29, 30].

두 번째로 Javascript Code와 련된 특징은 사용자의 

라우 에서 실행 가능한 Javascript를 이용한 악성 행 를 

탐지하기 한 특징이다. 련 연구 [24]에서 언 한 특징은 

HTML의 DOM 구조에 근하는 형태의 스크립트가 포함될 

경우 악성 사이트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단하는 형태이

다. 한, 련 연구 [24]에서는 악성 스크립트 탐지를 방지

하기 해 string 변수에 소스코드를 모두 할당하는 피해를 

탐지하기 해 string 변수를 선언하는 횟수를 측정하고 일

정치 이상의 횟수가 측정될 경우 악성 사이트로 분류하는 

형태의 특징을 언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edirection Link와 련된 특징은 악성 사이

트에서 사용자를 임의의 다른 사이트로 유도하여 추가 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공격을 탐지하기 한 특징이다. 

련 연구 [34, 35]에서는 웹페이지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른 

사이트에서 로딩되거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링크를 사이트

에서 포함할 경우 악성 페이지 특징을 가진다고 단하는 

기 을 특징으로 언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특징에 추가로 소스

코드의 체 길이를 분석하는 특징, 소스코드 내에 피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련된 특징, 웹페이지가 외부 서버로 

연결하는지를 단하는 특징을 소스코드 분석 특징에 포함하

다. Table 4는 본 논문에서 새로운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 

첫 번째 특징은 소스코드의 체 길이를 분석하는 특징이

다. 피싱 사이트는 피해자를 유도하기 한 목 으로 빠른 

반복 수행을 해야 하므로 보통의 피싱 사이트 소스코드 길

이 자체가 정상 사이트보다 짧다는 특징을 활용한다. 두 번

째 특징은 소스코드 내의 의심스러운 단어에 한 특징이

다. 련 연구에서 사용된 21개의 단어와 새롭게 정의한 5

개의 단어를 추가하여 재정의한 특징이다. 빠른 변화를 보

이는 피싱 사이트에 응하기 한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

은 웹페이지에서 외부 서버로 정보를 송하는지 확인하는 

특징이다. 재 페이지에서 Form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고 다른 페이지로 달할 때 달받는 상 

페이지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태그가 페

이지에 많이 존재할 경우 악성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이를 측정하여 특징으로 활용한다. 

Feature Description

1 Code Length Length of source code

2
Phishing
Keyword

Count of phishing keyword

3 Unsafe Form Tag
Count of form tag which send info 
to server not in whitelist.

4 Unsafe anchor Tag
Count of foreign Anchor which 
connect to URL not in whitelist

Table 4. New Sourcecode Features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웹페이지가 외부 서버로 연결

되는지를 확인하는 특징이다. 재 페이지에서 외부 서버에 

존재하는 페이지로 연결하는 웹링크가 다수 존재할 경우 악

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결 상 링크가 화이

트리스트에 존재하는 링크인지의 여부를 단하고 화이트링

크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로 연결하는 Anchor 태그의 수

를 측정하여 피싱 사이트를 탐지한다. 

피싱 차를 구성하는 두 단계의 공격을 탐지하기 해 

기존 연구의 URL 기반 특징  소스코드 기반 특징을 정리

하고 새로운 특징을 추가하여 정리하 다. 정리된 특징은 

휴리스틱 기반 피싱 탐지 기법에 용할 경우 피싱 탐지율

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5. 실험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특징 추출 기법을 통해 휴리스틱기

반 탐지 기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

한다. 

5.1 실험 설정

본 실험의 목 은 제안하는 특징 추출 기법이 휴리스틱 

피싱 탐지 기법의 정확도 향상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다. 실험을 하여 PhishTank에서 피싱 사이트 6,000

개, DMOZ에서 정상 사이트 14,000개의 URL을 수집하 으

며 각 URL을 상으로 웹크롤러를 활용하여 총 20,000개의 

소스코드를 수집하 다.

웹페이지를 분석하기 한 특징 추출기는 자바 기반으로 

구 하 으며 기계학습  검출 단계는 오 소스 기계학습 

도구인 WEKA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분류 모델 학습에 

사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Decision Tree, Random 

Forest, KNN, Logistic Regression 4가지 알고리즘을 활용

하 다. 분류기의 성능은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를 측정하 고 Accuracy값을 

기 으로 성능을 평가하 다. Accuracy계산식은 Equation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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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ifier based on URL features

Decision Tree Random Forest KNN Logistic Regression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TP 97.50% 97.50% 98.60% 98.60% 96.50% 96.60% 94.66% 94.60%

TN 96.60% 96.60% 97.90% 97.90% 94.60% 94.70% 91.40% 91.40%

FN 2.50% 2.50% 1.40% 1.40% 3.50% 3.40% 5.34% 5.40%

FP 3.40% 3.40% 2.10% 2.10% 5.40% 5.30% 8.60% 8.60%

Accuracy 97.51% 97.54% 98.55% 98.50% 96.45% 96.55% 94.66% 94.63%

B. Classifier based on source-code features

Decision Tree Random Forest KNN Logistic Regression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TP 94.10% 93.30% 96.80% 95.80% 94.50% 93.50% 78.60% 78.30%

TN 91.10% 90.20% 94.00% 92.90% 93.20% 92.40% 52.60% 51.70%

FN 5.90% 6.70% 3.20% 4.20% 5.50% 6.50% 21.40% 21.70%

FP 8.90% 9.80% 6.00% 7.10% 6.80% 7.60% 47.40% 48.30%

Accuracy 94.05% 93.31% 96.75% 95.75% 94.46% 93.53% 78.64% 78.27%

Table 5. Results of Experiment

  
 

         (1)

한, 본 논문에서는 은 데이터로도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차검증평가(10-fold cross validation) 방

식을 활용하여 분류 모델 정확도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특징은 총 51개의 특징이며 새로 추가한 특

징의 탐지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 취합한 

특징으로 도출된 분류 모델과 새로 추가한 특징을 포함하여 

도출된 분류 모델의 정확도를 각각 측정하 다.

5.2 실험 결과

실험은 URL  소스코드 특징을 사용하여 학습시킨 분류 

모델의 성능을 각각 평가하고 최종 으로 두 가지 특징을 모

두 사용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

다. URL  소스코드 특징을 분류에 각각 용할 경우, 피

싱 공격에 응할 수 있는 범 가 배포와 공격  하나의 

역으로 한정된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공격에 응할 수 

있는 범 를 확장하기 하여 모든 특징을 사용하는 분류 모

델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한, 다  분류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분류기마다 각기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악성 사이트 검출에 합한 분류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추

가로 거쳐야 한다[3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징이 분류에 

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으로 단하기 하여 단일 

분류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수행된 실험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포함(Include)은 새로 추가된 특징을 모두 

사용한 분석 결과이고 미포함(Non-include)은 추가된 특징을 

포함하지 않은 분석 결과이다.

∙URL 특징 기반 분류 모델

Table 5의 A는 총 26개의 URL 련 특징을 기반으로 도

출된 분류 모델에 한 실험 결과이다. 이  기존 특징 24개

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 본 논문에서 추가로 정의한 신규 특

징 2개를 포함한 실험 결과를 구분하여 기술하 다. 실험 결

과에 따르면 기존 특징을 사용한 분류기의 성능은 Decision 

Tree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분류기가 97.54%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2개의 

특징을 추가한 경우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

류기가 98.55%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소스코드 특징 기반 분류 모델

Table 5의 B는 총 25개의 소스코드 련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 특징 22개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 본 

논문에서 새로 추가한 3개의 소스코드 특징을 포함한 25개의 

소스코드 특징을 사용한 분류 모델에 한 실험 결과를 구분

하여 기술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의 경우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보다 낮은 수

치(약 7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필요한 알고리즘 특성상 소스코드 특징을 학습하기

에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언더피 (Under fitting) 상

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Random Forest 알고리

즘을 통해 학습된 모든 분류 모델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한, 새로 추가한 특징을 사용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특징을 사용한 경우보다 1% 이상 증가한 정확도를 나타내

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추가한 특징이 분류 모델의 성능

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RL  소스코드 특징 기반 분류 모델 

Table 6은 본 논문에서 언 한 모든 특징을 기반으로 도출

된 분류 모델에 한 실험 결과이다. 45개의 기존 특징을 종합

한 실험 결과와 6개의 새로 추가한 특징을 포함한 51개의 특징

으로 실험한 결과를 구분하여 기술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알고리즘에서 URL 특징이나 소스코드 특징만을 사용할 

때보다 모든 특징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류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 다. 특히, Logistic Regression 알고리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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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Tree Random Forest KNN Logistic Regression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Include Non-include

TP 97.70% 98.00% 98.90% 98.90% 96.50% 97.00% 95.30% 95.10%

TN 97.00% 97.10% 98.30% 98.30% 94.80% 95.50% 92.60% 92.20%

FN 2.30% 2.00% 1.10% 1.10% 3.50% 3.00% 4.70% 4.90%

FP 3.00% 2.90% 1.70% 1.70% 5.20% 4.50% 7.40% 7.80%

Accuracy 97.74% 97.95% 98.91% 98.88% 96.47% 96.97% 95.33% 95.08%

Table 6. Classifier Based on URL & Source-code Features

우 소스코드 특징에서는 탐지율이 낮았으나 URL 특징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분류기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기는 URL 혹은 

소스코드 기반 특징 한 가지만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최  2% 

이상 분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recision Recall F-Measure

Phish Data 0.986 0.978 0.982

Legit Data 0.991 0.994 0.992

Avg 0.989 0.989 0.989

Table 7. Experiment Result

Table 7은 본 논문에서 언 한 모든 특징을 기반으로 

Random Forest 알고리즘으로 학습하여 도출한 분류 모델에 

한 실험 결과이다. Precision, Recall, F-Measure, ROC Area

에 한 실험한 결과를 구분하여 기술하 으며 각각의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2)




                   (3)

 
××

           (4)

각 항목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도를 의미하며 실험 

결과 평균 0.989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분류 모

델의 분류 정확도가 높다고 단할 수 있다.

한,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ROC Area를 Fig. 

11과 같이 표 하 다. 총 20,000개의 데이터를 분류한 결과

이며 정상 사이트를 13,915개, 피싱 사이트를 5,868개로 분류

하는 데 성공하 다. 미탐은 85개, 오탐은 132개로 나타났다.

Fig. 12는 오탐(False Positive)  미탐율(False Negative)

에 한 비교 그래 이다. Random Forest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학습한 분류 모델을 기 으로 작성되었다. URL, 

Source Code 특징을 각각 사용할 때보다 오탐율  미탐율

이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론 으로 웹페이지를 

분석하는 휴리스틱 기반 탐지 방식에 본 논문에서 정의한 

URL 특징과 소스코드 특징을 모두 함께 사용할 경우 피싱 

사이트를 효과 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ROC Area of Random Forest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URL Source Code Total

False Negatvie Rate False Positive Rate

Fig. 12. False Negative and False Positive Rate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된 특징이 탐지율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기 하여 빈 특징 셋에 성능 향상에 향을 

미치는 순서로 특징을 추가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8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Rank Category Feature

4 URL Phishing related words

7 Source Code Unsafe form Tag

14 Source Code Code Length

20 URL Sub-domain length

27 Source Code Phishing Keyword

43 Source Code Unsafe anchor Tag

Table 8. Rank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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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특징  URL 련 특징인 피싱 연  단어

를 검색하는 특징이 탐지율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새로 추가된 특징이 탐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 증가하고 있는 피싱을 정의하고 피싱 

과정에 한 차  최근의 공격 유형을 분석하 다. 특히, 

피싱 공격을 사용자의 근을 유도하는 과정과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피싱 공격 

방법의 원리를 악하 다. 한, 각 피싱 공격을 단계별로 

탐지하기 하여 URL  소스코드 특징을 기반으로 한 피

싱 탐지 기법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특

징을 활용할 경우 오탐을 이는 피싱 탐지가 가능함을 보

다. 이는 피싱 탐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고 웹사이트 

보안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향후에는 각 특징별로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

고 탐지 결과에 향을 미치는 핵심 특징을 도출하여 은 

특징으로 효과 으로 피싱을 탐지하기 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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