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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  문화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컨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 

컨텐츠를 목시키기 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작권을 갖는 문화 컨텐츠에 하여 음성 인 수요 

 공 에 의한 작권 침해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해 사이트 단속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생성  운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작권 보호 연구가 진행 이지만, 재의 탐지  방지 기술은 주로 사후 응을 이루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분석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한 선제  

응 기반 마련을 한 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한다.

ABSTRACT

Technology and culture are converging with various industries to create added value of contents. In addition, the country 

is creating a foundation environment for grafting new technologies onto the cultural content. However, copyright infringement 

by voice demand and supply is continuously occurring for cultural contents with copyright, and more and 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of creating and operating sites with servers overseas to bypass monitoring on infringement 

sites. To prevent this,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studies are under way in many areas, but the current detection and 

prevention technologies are largely reactive and therefore have problems of effectivenes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model of the lifecycle of copyright infringement site to lay the foundation for preemptive response to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pies through analysis of the lifecycle of copyright infringeme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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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회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진행

되고 있다[1]. 특히, 기술  문화 컨텐츠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컨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 최근에는  세계 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확산

되고 있으며[1], 짧은 시간에 문화 컨텐츠를 소비하

는 것으로 정의된 스낵컬처가 유행하면서 다수의 컨

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작권을 갖는 문화 컨텐츠에 하여 음성



102 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 주기 모델 개발

Fig. 1. Illegal Copies Usage Rate

Type of 

Infringement
Site name

Num

-ber

Operating 

status

Fiction 소설***닷컴 1

Closed

Comics
마루***, 미***툰, 

장시***
3

Webtoon

***스페이스, 

38먹튀***, 

가즈***툰, 

나이***툰, 

먹튀***인, 

먹튀***스, 

몽***툰, 밤***끼, 

***스클럽, 

***키티, 코***툰, 

투***팡, ***가, 

아***시, 툰***툰

15

Torrent

보고***, ***토 , 

토 ***걸, 

토 ***리, 

토 ***킴, 

토캅***

6

Table 1. List of Closed Illegal Copies Distri-

bution Sites

인 수요  공 에 의한 작권 침해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침해 사이트 단속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생성  

운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

컨텐츠 작권 보호를 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3-5]가 진행 되었지만, 재의 탐지  방지 

기술은 주로 사후 응을 이루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

제가 존재한다. 더불어,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

주기가 진 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분석

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하여 선제  응을 

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권 침해 사이트  토 트  

만화/웹툰 사이트에 하여 생애주기를 분석하고 시

나리오를 용하여 침해 사이트에 한 생애주기 모

델을 제안하 다. 한 실제 생성  운  인 토

트, 만화/웹툰 사이트에 한 메타데이터셋을 수집하

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한 생애주

기 모델에 한 수용률  측률 측정을 통해 검증

한다. 2장에서는 작권 침해 동향과 생애주기 모델

을 정의하고, 3장에서는 작권 침해 사이트 유형을 

분석하며, 4장에서는 작권 침해 사이트의 시나리

오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 침해 사이트에 용하여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한다. 이후 

5장에서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에 한 검증  분석

을 수행하고, 6장에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II. 련 연구 

2.1 작권 침해 동향

작권은 컨텐츠를 제작한 작자가 자신의 컨텐

츠에 해 갖는 법  권리이다. 즉, 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를 발 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그러나 법·제도의 구축만으로는 컨텐츠의 불법 

유통  이용 황이 근 되거나 방되지 않는다

[6]. 2018년 국내 기 으로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

이 있는 인구가 약 1,773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Fig.1.과 같이 년 비 경험률이 약 3% 증가되었

다[1].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컨텐츠에 한 불

법 유통  이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기 해 다양한 분야에서 작권 보호를 

한 기술이 연구되었다[3-5]. 한, 정부에서도 온라

인상의 불법 복제물 추 리시스템(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을 구축하고 침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병행 운 하여 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정부 합동 수사를 통해서 

Table 1.과 같이 토 트  만화/웹툰 등 25개의 

작권 침해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 다.

그러나 Fig.2.와 같이 불법 작물 유통량이 높았

던 ‘토 ***킴’ 사이트가 폐쇄된 것을 악용하여, 

2019년 11월 기 으로 지속 생성  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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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ous Creation and Operation of 

Sites Similar to Closed Torrent 「Torre***kim」

와 같이 토 트, 만화/웹툰 등의 작자는 작

권 침해 사이트에 의해 자신의 컨텐츠에 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침해 사이트 운

자는 무분별하게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개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획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권 보호를 해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작권 보호 

방안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을 통해

서 재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상태  향후 변화 

응을 측하려 한다.

2.2 생애주기 모델 정의

생애주기 모델은 인간의 성장기 는 소 트웨어 

개발  배포 기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단계별 

변화에 응하기 해 활용되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작권 침해 사이트에 한 생애주

기 모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응하는 작권 침

해 사이트의 단계별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때, 단계

별 구분은 작권 침해 사이트를 상으로 발생하는 

특정 조치를 식별할 수 있는 변화 내용을 기 으로 

한다. 일반 인 사이트의 경우 ‘생성-운 -폐쇄’로 크

게 3단계의 생애주기를 도출할 수 있다.

∙생성 단계 : 사이트를 구축하고 도메인을 등록

하는 단계

∙운  단계 : 운 자  사용자가 정보를 게시하

고, 방문자는 게시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으며, 사이트 홍보를 통

해 방문자를 유치하고 지속 인 

사이트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단계

∙폐쇄 단계 : 사이트 유지보수 비용 부족, 천재

지변  기타 사항에 의해 사이트 

운 이 어려운 경우 도메인을 소

멸하는 단계

도출한 사이트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을 고려할 때, 각 단계별 세

부 인 지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 모

델의 부합성을 향상시키기 해 작권 침해 사이트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

III. 작권 침해 사이트 유형 정의

토 트, 만화/웹툰, 모바일, 웹하드, P2P  스

트리  서비스 등 불법 복제물 유통 환경에 따라 다

양한 유형의 침해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유통 환경의 공통 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 모델을 용하는 유통 환경

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상 온라

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황

은 Table 2.와 같다[1].

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경로는 토 트

(27.8%), 모바일(21.9%), 웹하드(17.9%)  포

털(16.9%) 순으로 조사되었다[2]. 최근에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기존 웹하드  P2P에서 토 트, 

만화/웹툰  SNS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모

니터링 상 황, 유통량, 선호 동향  사이트 특

징 유사성을 고려하여 토 트  만화/웹툰 사이트를 

선정하 다.

Type of 

Infringement

End of December, 2018

Number of OSP

Special Type

(P2P, Webhard)
52

Torrent 41

Portal 5

Streaming Link 88

Etc(Comics/Webtoon) 87

Total 273

Table 2. Status of OSP in Illegal Online Copies

3.1 토 트 사이트 정의

토 트 사이트는 P2P(Peer-to-Peer) 일 송 

로토콜인 비트토 트(BitTorrent)를 통해 일을 

업/다운로드 할 수 있는 토 트(*.torrent) 일을 

배포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이때 합법 으로 재배

포가 가능한 컨텐츠의 토 트 일을 배포하는 합법 

토 트 사이트도 있지만, 작권법을 반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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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Selec-

tion
Monito

-ring 

Status

>

Distri-

bution 

Volume

>

Prefer-

ence 

Trends

>

Charac

teristic 

Similar

-ity

Torrent

>

Torrent

>

Torrent

>

Torrent

Torrent

and 

Comics

/Web-

toon

Comics

/Web-

toon

Comics

/Web-

toon

Comics

/Web-

toon

Comics

/Web-

toon

Web-

hard

Web-

hard
× ×

P2P P2P × ×

Portal × × ×

Stream

-ing

(SNS)

Stream

-ing

(SNS)

Stream

-ing

(SNS)

×

Table 3. Selection of Infringement Site Types

for the Application of Life Cycle Models

Fig. 4. Example of Comics/Webtoon Site

복제물에 한 토 트 일을 배포하는 토 트 사이

트가 다수 존재한다.

토 트 사이트는 Fig. 3.과 같이 미디어 컨텐츠, 

음악 컨텐츠  게임 컨텐츠 등 다양한 작물이 침

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3. Example of Torrent Site

3.2 만화/웹툰 사이트 정의

만화/웹툰 사이트는 만화/웹툰 제공 랫폼에서 

만화/웹툰 작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작물을 게시하

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이때 합법 으로 작가들에게 

수익을 주는 계약을 통해 무료 는 유료로 만화/웹

툰을 게시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작권법을 반하

는 불법 복제로 만화/웹툰 작물을 무료로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가 다수이며, Fig. 4.와 같이 만화/웹툰 

련 작물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IV. 제안 모델

4.1 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주기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

주기 시나리오는 Fig. 5.와 같다.

Fig. 5. Copyright Infringement Site Lifecycle

Scenario

Step 1. 도메인 등록 / 사이트 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작권 침해 사이트의 사

이트명, 도메인 등을 등록한다. 이후 타 사이트에 

고  링크를 통해 사용자의 속을 유도하며 사이트 

운 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Step 2. 모니터링  차단

온라인상에 불법 복제물 추 리시스템(ICOP)

과 모니터링에 의해서 작권 침해 여부가 악되면 

운  인 도메인 속이 차단된다.

Step 3. 경우의 수

속이 차단되었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2가지 독립  형태로 차단에 응한다.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 2) 105

Fig. 7. Flow Chart for Proposed Lifecycle Model

Fig. 6. Propos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 

Lifecycle Model

Step 3-1. 우회 속

첫 번째로 차단된 도메인과 유사한 형태의 도메인

( 를 들어, torrent1.com → torrent2.com과 

같이 번호를 높인 경우)을 추가로 등록한다. 이때, 

VPN을 통해 우회하여 차단된 도메인에 속한 사

용자가 새로 추가 등록한 도메인으로 속할 수 있도

록 응한다.

Step 3-2. 타 사이트 리다이 션

두 번째로 차단된 도메인과 유사한 형태의 도메인

이 아닌 타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으로 리다이 션하

여, 유사 형태 도메인에 한 모니터링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응한다.

Step 4. 폐쇄 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속 인 모니터링에 의

해 Step 3과 같은 2가지 독립된 형태로 응하기 어

려울 경우 는 수사로 인해 검거될 경우, 해당 사이

트의 도메인 서비스가 단되며 사이트가 폐쇄된다.

4.2 제안하는 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주기 모델

4.1 의 시나리오에 한 분석을 통해서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은 Fig. 6.과 같이 생

성, 운 , 응, 변경  폐쇄로 크게 5단계로 도출

하 다.

한, 생애주기 단계별 세부 인 특징을 고려하여 

Fig. 7.과 같은 흐름으로 생애주기 모델이 수행된

다. 특히,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을 실제 침해 사이트

에 용시키기 해 각 단계별로 가 치 를 설정하

다.

4.2.1 생성 단계(creation)

작권 침해 사이트를 운 하기 해 웹언어를 통

해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웹페이지 소

스를 구매한 후에 사이트명 설정  도메인 등록을 

통해 작권 침해 사이트를 생성한 경우일 때, 생애

주기를 ‘생성’으로 분석한다.

생성 단계에서는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 등록 여부

가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메

인 등록을 통한 침해 사이트 생성 시 가 치 

  , 비생성 시 가 치   으로 설정하 다.

4.2.2 운영 단계(operation)

운  단계는 첫 번째로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기

존 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 우회하지 않아

도 업데이트된 도메인에 속이 가능하고, 해당 도메

인이 다른 침해 사이트로 리다이 트되지 않을 경우. 

두 번째로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도메인에 우회하지 않아도 속이 

가능한 경우에 생애주기를 ‘운 ’으로 분석한다. 

한, 응  변경 단계도 운 의 범주에 포함되게 생

애주기를 설정한다.

운  단계에서는 침해 사이트의 다양한 특징 여부

가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 내용이며, 토 트  만화/

웹툰 침해 사이트의 운  단계 특징 지표는 다음과 

같다.

∙도메인 유사 변경 여부()

: 기존 도메인 차단 시 업데이트되는 최신 도메

인이 기존 도메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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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여부()

: ID/PW를 통한 회원 DB 리

∙ 고 배치 여부()

: 사이트내 고배  배치

∙차단 시 사이트 변경 안내 여부()

: 도메인 차단 시 트 터, 텔 그램 는 자체  

공지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최신 도메인 안내

이에 따라 도메인 유사 변경 시, 회원제 시, 고 

배치 시, 차단 시 사이트 변경 안내에 한 가 치는 

각각            , 특징 

지표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각각     

    으로 설정하 다.

4.2.3 대응 단계(action)

응 단계는 첫 번째로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기

존 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 우회 속이 

가능할 경우. 두 번째로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업데

이트 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도메인에 정상 속이 

불가능하지만 우회 속은 가능하며, 해당 도메인이 

다른 침해 사이트로 리다이 트되지 않는 경우에 생

애주기를 ‘ 응’으로 분석한다.

응 단계에서도 운  단계의 작권 침해 사이트 

특징 여부가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 내용이며, 가 치

를 운  단계와 동일하게 설정하 다.

4.2.4 변경 단계(change)

변경 단계는 첫 번째로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기

존 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 우회하지 않아

도 업데이트된 도메인에 속이 가능하고, 해당 도메

인이 다른 침해 사이트로 리다이 트될 경우. 두 번

째로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도메인에 정상 속이 불가능하지만 우회 

속은 가능하며, 해당 도메인이 다른 침해 사이트로 

리다이 트될 경우에 생애주기를 ‘변경’으로 분석한

다. 변경 단계에서도 운  단계의 작권 침해 사이

트 특징 여부가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 내용이며, 가

치를 운  단계와 동일하게 설정하 다.

4.2.5 폐쇄 단계(closed)

폐쇄 단계는 침해 사이트 도메인이 기존 비 최

신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도메인에 정

상 속  우회 속 모두 불가능한 경우일 때, 생

애주기를 ‘폐쇄’로 분석한다.

폐쇄 단계에서는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 소멸 여부

가 생애주기 단계의 변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메

인 소멸을 통한 침해 사이트 폐쇄 시 가 치 

  , 비폐쇄 시 가 치   으로 설정하

다.

V. 모델 검증  분석

본 장에서는 토 트  만화/웹툰 작권 침해 사

이트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셋을 수집 

 분석한다. 이후,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을 실제 침

해 사이트에 용하여 모델 검증  결과 분석을 나

타낸다.

5.1 실험 환경

본 논문의 실험 환경은 CPU Intel Xeon 

W-2123 4C(3.6GHz)와 RAM 48GB ECC의 

Windows 10 Pro 64bit 환경으로 구성된다. 

해당 환경에서 Fiddler 5.0과 Python 3.7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셋을 수집  분석한다. 

웹 디버깅 도구인 Fiddler 5.0을 사용하여 도메

인 검색 요청 시 도메인 자원 검색 사이트의 통신 과

정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도메인 자원 검색 사이

트 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한 HTTP 요청 

URL  헤더 값을 획득할 수 있다.

Fiddler를 사용하여 획득한 HTTP 요청 정보를 

통해, 도메인 정보를 자동으로 요청하여 수집하는 

로그램을 Python 3.7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구 한다. CSV 일에 장된 데이터를 읽고, 생성

한 데이터를 CSV 일에 장하기 해 Pandas 

라이 러리를 임포트(Import)한다. 한 자동화된 

HTTP 요청을 해 Requests 라이 러리를 임포

트하며, BeautifulSoup 라이 러리를 임포트하여 

요청한 사이트의 HTML 코드를 싱한다. 

의 실험 환경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토 트 사

이트(47개)와 만화/웹툰 사이트(28개)를 상으로 

생애주기 모델 용을 한 데이터셋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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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ight by Lifecycle Phase

CPU
Intel Xeon W-2123 

4C(3.6GHz)

RAM 48GB ECC 

OS Windows 10 Pro 64bit

SW
Python 3.7

Fiddler 5.0

Data

-set

Acceptance 

Rate(AR)

47 known torrent sites 

28 known comic/webtoon 

sites 

Prediction 

Rate(PR)

30 known torrent sites 

12 known comic/webtoon 

sites 

Table 4. Experimental setup

5.2 검증  결과 분석

작권 침해 여부  침해 시 응하기 해서 제

안하는 생애주기 모델을 통해 재 알려진 작권 침

해 사이트의 생애주기와 부합 여부  향후 생애주기

를 측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에서는 제안하는 

생애주기 모델의 수용률  측률을 산출하여 제안 

모델 검증을 수행한다.

5.2.1 생애주기 모델 수용률 산출식 도출

생애주기 모델을 용하여 수용률(Acceptance 

Rate)을 산출하기 해서 실험을 통해 부록 A와 같

은 데이터셋을 수집하 다.

4.2 의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에서 단계별로 수용

률 산출 지표 가 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Fig. 

8.과 같다. 즉, 생성( →), 운 - 응-변경

(→), 폐쇄( →)로 값이 설정되었으

며, 주기 당(1 Cycle) 체 가 치는 2를 갖게 된

다.

침해 사이트에 한 생애주기 모델의 수용률을 산

출하기 해 필요한 기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수용률(%)
체 침해 사이트 수(≤)

생애주기 모델 용 침해 사이트(≤)
체 가 치(6)

단계 지표별 가 치(≤≤)
체 생애주기 단계 지표 수

이때, 수용률은 임의의 작권 침해 사이트에 

해 산출식에 활용되는 체 침해 사이트 수()에 

한 체 가 치()와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을 용

한 각 침해 사이트()에 한 단계 지표별 가 치

() 총합의 백분율이다. 따라서 수용률()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











 

×   (1)

5.2.2 생애주기 모델 예측률 산출식 도출

생애주기 모델을 용하여 측률(Prediction 

Rate)을 산출하기 해서 실험을 통해 부록 B와 같은 

데이터셋을 수집하 다.

측률 산출은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에 한 변동 

련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알려

진 침해 사이트는 부록 A에서 수용률 산출을 해 사

용된 지표  생애주기가 ‘변경’ 단계일 때 는 도메인 

유사 변경 여부가 ‘○’인 경우로 축소 선정하 다. 

‘변경’ 단계의 사이트(4개), 도메인 유사 변경 여부

가 ‘○’일 때 생애주기가 ‘운 - 응’ 단계의 사이트(38

개)를 상으로 검증을 진행한다.

침해 사이트에 한 생애주기 모델의 측률을 산출

하기 해 필요한 기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측률(%)
‘변경’ 는 ‘운 - 응’ 단계
단계 에 속하는 체 침해 사이트 수
 이상,  이하의 범
평균 응일이 R에 속하는 사이트 수 
(≤)
특정 사이트의 평균 응일 (≤)

단계 의 평균 응일 평균
단계 의 평균 응일 표 편차

이때, 부록 B의 사이트별 단계 변화 응 소모일

은 평균 (9.33), (0), (95), (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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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일 등으로 편차가 컸다. 이처럼 규칙 이지 

않은 작권 침해 사이트의 응 주기를 분석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한 응 주기의 측 범

를 설정한다.

사이트별 평균 변동 응일()의 평균(),  

사이트별 평균 변동 응일()의 표 편차()

을 사용하여 구성한 측 범 는 다음과 같다. 

는 사이트별 평균 변동 주기()들이 과 갖는 

차이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상, 

이하의 범 ()를 평균 응일의 범 로 

설정한다. 평균 응일이  내에 속하는 경우 측 

성공으로 단하고, 평균 응일이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측 실패로 단한다.

이에 따른 측률은 분석 상 사이트 수() 

비 측 성공 사이트 수()에 한 백분율이다. 따

라서 측률()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2)

5.2.3 검증 결과 분석

본 에서는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셋을 제안

한 생애주기 모델에 용하여, 수용률  측률을 

산출한 결과를 분석한다.

❒ 수용률 검증 결과 분석

부록 A의 알려진 토 트 사이트(47개)  만화/

웹툰 사이트(28개)에 한 수용률을 산출하 다.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Type of 

Infringe-

ment

Calculation Indicators for 

Acceptance Rate

Number of 

Infringement 

Sites(Number)

Acceptance Rate 

(%)

Torrent 47 77.02

Comics

/Webtoon
28 75

Total 75 76.27

Table 5. Verification Result of Proposed Life-

cycle Model Acceptance Rate

❒ 측률 검증 결과 분석

부록 B의 알려진 토 트 사이트(30개)  만화/

웹툰 사이트(12개)  생애주기가 ‘변경’ 단계인 사

이트(4개), 도메인 유사 변경 여부가 ‘○’일 때 생애

주기가 ‘운 - 응’ 단계인 사이트(38개)에 한 

측률을 산출하 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측률 산출식을 통한 검증 결과, ‘변경’ 단계의 4

개 사이트에 한 측률은 충분하지 않은 분석 상 

수로 인해 50%의 결과를 보 다. 하지만, 범 () 

내에 포함되지 않는 평균 응일 한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결과 으로, ‘변경’ 단계의 측률

은 분석 상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향상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운 - 응’ 단계의 경우, 38개 사이트  32개의 

사이트에 한 측을 성공하 으며, 약 84.21%의 

측률을 보 다. 체 으로는 42개 사이트  34

개의 사이트에 한 측을 성공하 으며, 80.95%

의 측률을 보 다.

Type of 

Infringe-

ment

Calculation Indicators for 

Prediction Rate

Number of 

Infringement 

Sites

(Number)

Number of 

Success 

Count

(Number)

Predic-

tion 

Rate 

(%)

Change 

Phase
4 2 50

Operation

- Action

Phase

38 32 84.21

Total 42 34 80.95

Table 6. Verification of Proposed Lifecycle 

Model through Prediction Rate

Fig. 9. Verification Result of Proposed Lifecycle 

Model Acceptance Rate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 2) 109

Fig. 10. Verification Result of Proposed Life-

cycle Model Prediction Rate

VI. 결  론

재 작권 시장은 컨텐츠 작권에 한 법·제

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다양

한 환경을 추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통해 작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작권 침해 사이트는 법·제도  추 ·모

니터링과 같은 기술을 회피하기 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지속 인 생성  운 을 하고 있다. 한, 침

해 사이트의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침해 유형도 다양

화되고 있어서 모든 작권 침해 사이트를 추 ·모니

터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작권 침해 사

이트 추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

델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작권 침해 유형  

토 트  만화/웹툰 사이트를 선정하여 작권 침해 

생애주기 시나리오를 용하고, 각 침해 유형 사이트

에 한 메타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수용률  

측률 측정을 통해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을 검증하

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한 선제  

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으며, 향후에는 

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을 학습시키고, 

고도화된 작권 침해사이트 추   모니터링을 

한 기술에 해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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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Crea

tion

()

Operation– Action - Change

Clo-

sed

()

Calcula

-tion 

Indica-

tors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

Memb

ership 

Status

()

Adverti

sement 

Display 

Status

()

Site 

Change 

Notice 

When 

Blocked

()

1 0.2 0.2 0.2 0.2 0.2 Weight

1
T***토 트

(https://***torrents.com)
Torrent  Action ○ × × ○ × × 1.2

2

***라이  → ***민넷

(https://***ng.live → 

https://***als1.net)

Torrent Change ○ × × ○ ○ × 1.4

3
***리토 트

(https://****uri7.xyz)
Torrent Operation ○ ○ ○ ○ × × 1.6

4
미스터토***

(https://1.m***.net)
Torrent Operation ○ ○ × ○ × × 1.4

5
***블토 트

(https://***torrent7.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6

6
***스토 트

(https://***torrent7.xyz)
Torrent Operation ○ ○ ○ ○ × × 1.6

7
***비토 트

(https://***torrent7.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4

8
***삐토 트

(https://***torrent7.xyz)
Torrent Operation ○ ○ ○ ○ × × 1.6

9
***는토 트

(https://***torrent7.web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6

10
***임토 트

(https://***torrent7.com)
Torrent Action ○ ○ ○ ○ × × 1.6

11
***토 일

(https://***file.net)
Torrent Action ○ × × ○ ○ × 1.4

12
***주토 트

(https://***torrent.com)
Torrent Operation ○ × ○ ○ × × 1.4

13
***콩토 트

(https://***torrent7.web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6

14
토***와

(https://***a.com)
Torrent Operation ○ × × × × × 1

15
토 트가***

(https://torrent***5.com)
Torrent Action ○ ○ ○ ○ ○ × 1.8

16
토 트달***

(https://torrent***5.net)
Torrent Action ○ ○ ○ ○ ○ × 1.8

17
토 트 이***

(https://torrent***5.com)
Torrent Action ○ ○ ○ ○ × × 1.6

18
토 트***스

(https://torrent***.net)
Torrent Action ○ × ○ ○ ○ × 1.6

19

토 트맵*** → ***토 일

(https://torrent***.com → 

https://***file.net)

Torrent Change ○ × × ○ ○ × 1.4

20
토 트뮤***

(https://torrent***.net)
Torrent Operation ○ × ○ ○ × × 1.4

Table 7.  Calculation Indicators and Weights for Lifecycle Model Accepta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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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Crea

tion

()

Operation– Action - Change

Clo-

sed

()

Calcul

a-tion 

Indica-

tors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

Memb

ership 

Status

()

Advertis

ement 

Display 

Status

()

Site 

Change 

Notice 

When 

Blocked

()

1 0.2 0.2 0.2 0.2 0.2 Weight

21
토 트박***

(https://torrent***9.com)
Torrent Operation ○ ○ ○ ○ ○ × 1.8

22
토 트 ***

(https://torrent***.org)
Torrent Action ○ × × ○ ○ × 1.4

23

토 트블*** → ***토 일

(https://torrent***.com → 

https://***file.net)

Torrent Change ○ × × ○ ○ × 1.4

24
토 트소***

(https://torrent***5.com)
Torrent Action ○ ○ ○ ○ × × 1.6

25
토 트소***

(https://torrent***7.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6

26
토 트스카***

(https://torrent***1.net)
Torrent Operation ○ ○ ○ ○ ○ × 1.8

27
토 트씨***

(https://torrent***6.com)
Torrent Action ○ ○ ○ ○ ○ × 1.8

28
토 트엑***

(https://torrent***.com)
Torrent Operation ○ × ○ × ○ × 1.4

29
토 트왈***

(https://torrent***.com)
Torrent Operation ○ × × ○ × × 1.2

30
토 트요***

(https://torrent***.com)
Torrent Action ○ × ○ ○ × × 1.4

31
토 트워***

(https://torrent***.best)
Torrent Operation ○ × ○ × ○ × 1.4

32
토 트유***

(https://torrent***3.com)
Torrent Action ○ ○ ○ ○ ○ × 1.8

33
토 트이***

(https://torrent***13.com)
Torrent Operation ○ ○ ○ ○ ○ × 1.8

34
토 트조***

(https://torrent***23.com)
Torrent Operation ○ ○ × × × × 1.2

35
토 트조***

(https://torrent***.com)
Torrent Operation ○ × ○ × × × 1.2

36
토 트주***

(https://torrent***xyz)
Torrent Operation ○ × ○ ○ × × 1.4

37
토 트집***

(https://torrent***.net)
Torrent Operation ○ × ○ ○ × × 1.4

38
토 트콜***

(https://torrent***.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4

39
토 트큐***

(https://torrent***7.com)
Torrent Operation ○ ○ × ○ ○ × 1.6

40
토 트하***

(https://torrent***13.com)
Torrent Action ○ ○ ○ ○ ○ × 1.8

41
토 트홀***

(https://torrent***.com)
Torrent Action ○ × ○ ○ ○ × 1.6

42
토렝***

(https://toren***11.com)
Torrent Operation ○ ○ ○ ○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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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Crea

tion

()

Operation– Action - Change

Clo-

sed

()

Calcul

a-tion 

Indica-

tors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

Memb

ership 

Status

()

Advertis

ement 

Display 

Status

()

Site 

Change 

Notice 

When 

Blocked

()

1 0.2 0.2 0.2 0.2 0.2 Weight

43
***이토 트

(https://***torrent6.website)
Torrent Operation ○ ○ ○ ○ ○ × 1.8

44
토카***

(https://to***.xyz)
Torrent Action ○ × ○ ○ ○ × 1.6

45
토 ***

(https://***es10.net)
Torrent Operation ○ ○ ○ ○ ○ × 1.8

46

일*** → *** 일

(https://***.file***.com → 

https://***files.net)

Torrent Change ○ × ○ ○ ○ × 1.6

47
***시토 트

(https://***torrent9.com)
Torrent Operation ○ ○ ○ ○ ○ × 1.8

48
1***툰

(http://***toon.com)
Comics Operation ○ × ○ ○ × × 1.4

49
***넷

(https://***04.net)

Web-

toon
Operation ○ ○ ○ ○ ○ × 1.8

50
N***툰

(https://n***toon5.com)

Web-

toon
Closed ○ - - - - ○ 1.2

51
X***툰

(https://www.x***toon01.net)

Web-

toon
Closed ○ - - - - ○ 1.2

52
각***슈

(https://gak***02.com)

Web-

toon
Closed ○ - - - - ○ 1.2

53
***툰

(https://***toon9.net)

Web-

toon
Operation ○ ○ × ○ ○ × 1.6

54
뉴토***

(https://new***34.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8

55
*** 닷컴

(https://***f54.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8

56
***스툰

(https://***toon20.com)

Web-

toon
Action ○ ○ × ○ × × 1.4

57
마***모아

(https://m***20.net)
Comics Operation ○ ○ ○ ○ ○ × 1.8

58
마루***

(https://m***.city)
Comics Operation ○ × ○ ○ ○ × 1.6

59
몽***코믹스

(https://m***002.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4

60
미***툰

(https://***toon11.com)

Web-

toon
Closed ○ - - - - ○ 1.2

61
밤***끼2

(https://b***33co.com)

Web-

toon
Closed ○ - - - - ○ 1.2

62
밥***툰

(https://***toon02.vip)

Web-

toon
Closed ○ - - - - ○ 1.2

63
***즈툰

(https://***toon25.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8

64
***어툰

(https://***toon3.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8

65
스***일툰

(https://***ml.com)

Web-

toon
Closed ○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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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Crea

tion

()

Operation– Action - Change

Clo-

sed

()

Calcul

a-tion 

Indica-

tors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

Memb

ership 

Status

()

Advertis

ement 

Display 

Status

()

Site 

Change 

Notice 

When 

Blocked

()

1 0.2 0.2 0.2 0.2 0.2 Weight

66
스***드툰

(https://***toon13.com)

Web-

toon
Closed ○ - - - - ○ 1.2

67
어***이닷컴

(https://***ti111.com)

Web-

toon
Closed ○ - - - - ○ 1.2

68
오***손

(https://b.comic***.com)

Web-

toon
Action ○ × ○ ○ ○ × 1.6

69
천***툰

(https://10***toon.win)

Web-

toon
Closed ○ - - - - ○ 1.2

70
카***툰

(https://***toon52.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8

71
***라툰

(https://c***08.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8

72
툰***랑

(https://toon***.zone)

Web-

toon
Operation ○ × ○ ○ ○ × 1.6

73
툰***코

(https://toon***.farm)

Web-

toon
Operation ○ × ○ ○ ○ × 1.6

74
***비

(https://***e25.com)

Web-

toon
Operation ○ ○ ○ ○ × × 1.6

75
***코믹스

(https://***104.com)

Web-

toon
Action ○ ○ ○ ○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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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m

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1

***라이  → ***민넷

(https://***ng.live → 

https://***als1.net)

Torrent Change ×
***als1.net 2019-11-16 165

165

302.75

***ng.live 2019-06-04 0

2

토랜트맵*** → ***토 일

(https://torrent***.com 

→ https://***file.net)

Torrent Change ×
***file.net 2019-11-10 459

459
torrent***.com 2018-08-08 0

3

토 트블*** → ***토 일

(https://torrent***.com 

→ https://***file.net)

Torrent Change ×
***file.net 2019-11-10 453

453
torrent***.com 2019-08-14 0

4

일*** → *** 일

(https://***.file***.com 

→ https://***files.net)

Torrent Change ×

***files.net 2019-11-29 134

134
***.file***.com 2019-07-18 0

5
***리토 트

(https://****uri7.xyz)
Torrent

Opera

-tion
○

***uri7.xyz 2019-11-26 12

9.33

20.19

***uri6.xyz 2019-11-14 2

***uri5.xyz 2019-11-12 13

***uri4.xyz 2019-10-30 0

***uri3.xyz 2019-10-30 13

***uri2.xyz 2019-10-17 16

***uri.xyz 2019-10-01 0

6
***블토 트

(https://***torrent7.site)
Torrent

Opera

-tion
○

***torrent7.site 2019-11-26 12

11.33

***torrent6.site 2019-11-14 15

***torrent5.site 2019-10-30 8

***torrent4.site
2019-10-22 12

***torrent3.site

***torrent2.site 2019-10-10 9

***torrent.site 2019-10-01 0

7
***스토 트

(https://***torrent7.xyz)
Torrent

Opera

-tion
○

***torrent7.xyz 2019-11-26 12

9.33

***torrent6.xyz 2019-11-14 2

***torrent5.xyz 2019-11-12 13

***torrent4.xyz 2019-10-30 0

***torrent3.xyz 2019-10-30 13

***torrent2.xyz 2019-10-17 16

***torrent.xyz 2019-10-01 0

8
***비토 트

(https://***torrent7.site)
Torrent

Opera

-tion
○

***torrent7.site 2019-11-26 12

9.33

***torrent6.site 2019-11-14 2

***torrent5.site 2019-11-12 13

***torrent4.site 2019-10-30 0

***torrent3.site 2019-10-30 13

***torrent2.site 2019-10-17 16

***torrent.site 2019-10-01 0

Table 8. Calculation Indicators for Lifecycle Model Predi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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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m

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9
미스터토***

(https://1.m***.net)
Torrent

Opera

-tion
○

1.m***.net
2019-06-03 0 0

20.19

m***.net

10
***삐토 트

(https://***torrent7.xyz)
Torrent

Opera

-tion
○

***torrent7.xyz 2019-11-26 12

9.33

***torrent6.xyz 2019-11-14 2

***torrent5.xyz 2019-11-12 13

***torrent4.xyz 2019-10-30 8

***torrent3.xyz 2019-10-22 0

***torrent2.xyz 2019-10-22 21

***torrent.xyz 2019-10-01 0

11

***는토 트

(https://***torrent7

.website)

Torrent
Opera

-tion
○

***torrent7

.website
2019-11-26 12

9.33

***torrent6

.website
2019-11-14 2

***torrent5

.website
2019-11-12 13

***torrent4

.website
2019-10-30 0

***torrent3

.website
2019-10-30 13

***torrent2

.website
2019-10-17 16

***torrent

.website
2019-10-01 0

12

***콩토 트

(https://***torrent7

.website)

Torrent
Opera

-tion
○

***torrent7

.website
2019-11-26 12

9.33

***torrent6

.website
2019-11-14 2

***torrent5

.website
2019-11-12 13

***torrent4

.website
2019-10-30 0

***torrent3

.website
2019-10-30 13

***torrent2

.website
2019-10-17 16

***torrent

.website
2019-10-01 0

13

토 트박***

(https://torrent***9

.com)

Torrent
Opera

-tion
○

torrent***9.com 2019-10-23 15

21.5

torrent***8.com 2019-10-08 20

torrent***7.com 2019-09-18 24

torrent***6.com 2019-08-25 17

torrent***5.com 2019-08-08 44

torrent***4.com 2019-06-25 25

torrent***3.com 2019-05-31 15

torrent***2.com 2019-05-16 12

torrent***1.com 2019-05-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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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14

토 트소***

(https://torrent***7

.site)

Torrent
Opera

-tion
○

torrent***7.site 2019-11-26 12

9.33

20.19

torrent***6.site 2019-11-14 2

torrent***5.site 2019-11-12 13

torrent***4.site 2019-10-30 0

torrent***3.site 2019-10-30 13

torrent***2.site 2019-10-17 16

torrent***.site 2019-10-01 0

15
토 트스카***

(https://torrent***1.net)
Torrent

Opera

-tion
○

torrent***1.net 2019-11-20 95
95

torrent***.net 2019-08-17 0

16

토 트이***

(https://torrent***13

.com)

Torrent
Opera

-tion
○

torrent***13.com 2019-11-27 12

16.25

torrent***12.com 2019-11-15 15

torrent***11.com 2019-10-31 13

torrent***10.com 2019-10-18 21

torrent***9.com 2019-09-27 16

torrent***8.com 2019-09-11 9

torrent***7.com 2019-09-02 20

torrent***6.com 2019-08-13 35

torrent***5.com 2019-07-09 0

torrent***4.com 2019-07-09 21

torrent***3.com 2019-06-18 15

torrent***2.com 2019-06-03 18

torrent***1.com 2019-05-16 0

17

토 트조***

(https://torrent***23

.com)

Torrent
Opera

-tion
○

torrent***23.com 2019-11-29 15
15

torrent***22.com 2019-11-14 0

18

토 트큐***

(https://torrent***7

.com)

Torrent
Opera

-tion
○

torrent***7.com

~ 

torrent***3.com

2019-10-22 21
4.2

torrent***2.com 2019-10-01 0

19

토렝***

(https://toren***11

.com)

Torrent
Opera

-tion
○

toren***11.com 2019-11-27 12

26.1

toren***10.com 2019-11-15 15

toren***9.com 2019-10-31 13

toren***8.com 2019-10-18 9

toren***7.com 2019-10-09 28

toren***6.com 2019-09-11 9

toren***5.com 2019-09-02 20

toren***4.com 2019-08-13 16

toren***3.com 2019-07-28 40

toren***2.com 2019-06-18 99

20

***이토 트

(https://***torrent6

.website)

Torrent
Opera

-tion
○

***torrent6.website 2019-11-20 8

10

***torrent5.website 2019-11-12 13

***torrent4.website 2019-10-30 0

***torrent3.website 2019-10-30 13

***torrent2.website 2019-10-17 16

***torrent.website 2019-1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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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21
토 ***

(https://***es10.net)
Torrent

Opera

-tion
○

tofiles10.net 2019-11-22 23

19.89

20.19

***es9.net

~ 

***es7.net

2019-10-30 12

***es6.net 2019-10-18 17

***es5.net 2019-10-01 9

***es4.net 2019-09-22 17

***es3.net 2019-09-05 8

***es2.net 2019-08-28 93

***es.net 2019-05-27 0

22

***시토 트

(https://***torrent9

.com)

Torrent
Opera

-tion
○

***torrent9.com 2019-11-27 12

28.13

***torrent8.com 2019-11-15 15

***torrent7.com 2019-10-31 13

***torrent6.com 2019-10-18 21

***torrent5.com 2019-09-27 16

***torrent4.com 2019-09-11 9

***torrent3.com 2019-09-02 20

***torrent2.com 2019-08-13 119

***torrent.com 2019-04-16 0

23

***임토 트

(https://***torrent7

.com)

Torrent Action ○

***torrent7.com 2019-10-27 39

28.14

***torrent6.com 2019-09-18 24

***torrent5.com 2019-08-25 17

***torrent4.com 2019-08-08 44

***torrent3.com 2019-06-25 25

***torrent2.com 2019-05-31 23

***torrent1.com 2019-05-08 25

***torrent.com 2019-04-13 0

24

토 트가***

(https://torrent***5

.com)

Torrent Action ○

torrent***5.com 2019-11-19 26

131.6

torrent***4.com 2019-10-24 57

torrent***3.com 2019-08-28 51

torrent***2.com 2019-07-08 27

torrent***1.com 2019-06-11 497

torrent***.com 2018-01-30 0

25

토 트달***

(https://torrent***5

.net)

Torrent Action ○

torrent***5.net

~ 

torrent***1.net

2019-03-30 5
1

torrent.net 2019-03-25 0

26

토 트 이***

(https://torrent***5

.com)

Torrent Action ○

torrent***5.com 2019-11-23 14

55.25

torrent***4.com 2019-11-09 11

torrent***3.com 2019-10-29 20

torrent***2.com 2019-10-09 176

torrent***.com 2019-04-16 0

27

토 트소***

(https://torrent***5

.com)

Torrent Action ○

torrent***5.com 2019-11-23 14

15
torrent***4.com 2019-11-09 11

torrent***3.com 2019-10-29 20

torrent***2.com 2019-1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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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28

토 트씨***

(https://torrent***6

.com)

Torrent Action ○

torrent***6.com
2019-11-16 35

55

20.19

torrent***5.com

torrent***4.com 2019-10-12 19

torrent***3.com 2019-09-23 17

torrent***2.com 2019-09-06 15

torrent***1.com 2019-08-22 189

torrent***.com 2019-02-14 0

29

토 트유***

(https://torrent***3

.com)

Torrent Action ○

torrent***3.com 2019-06-22 18

17.5torrent***2.com 2019-06-04 17

torrent***1.com 2019-05-18 0

30

토 트하***

(https://torrent***13.co

m)

Torrent Action ○

torrent***13.com 

~ 

torrent***11.com

2019-07-16 23

5.92

torrent***10.com 

~

torrent***3.com

2019-06-23 38

torrent***2.com 2019-05-16 6

torrent***.com 2019-05-10 10

torrent***1.com 2019-04-30 0

31
***넷

(https://***04.net)

Web

toon

Opera

-tion
○

***04.net

 ~ 

***01.net

2019-11-05 0 0

32
***툰

(https://***toon9.net)

Web

toon

Opera

-tion
○

***toon9.net

 ~ 

***toon4.net

2019-06-14 21

2.63
***toon3.net

 ~

***toon.net

2019-05-24 0

33
뉴토***

(https://new***34.com)

Web

toon

Opera

-tion
○

new***34.com

~ 

new***31.com

2019-10-27 6
1.5

new***30.com 2019-10-21 0

34
*** 닷컴

(https://***f54.com)

Web

toon

Opera

-tion
○

***f54.com

~ ***f52.com
2019-07-18 93

3

***f50.com

~ ***f45.com

2019-04-16 0
***f43.com

~ ***f39.com

***f37.com

~ ***f22.com

35
마***모아

(https://m***20.net)
Comics

Opera

-tion
○

m***20.net

~ m***11.net
2019-06-04 3

2

m***10.net 2019-06-01 0

m***9.net

2019-05-30 60m***8.net

m***6.net

m***4.net

~ m***2.net
2019-03-31 5

m***.net 2019-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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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36

***즈툰

(https://***toon25

.com)

Web

toon

Opera

-tion
○

***toon25.com
2019-11-14 27

17.22

20.19

***toon24.com

***toon23.com

~

***toon18.com

2019-10-18 95

***toon17.com

~

***toon15.com

2019-07-15 46

***toon14.com
2019-05-30 37

***toon13.com

***toon12.com
2019-04-23 13

***toon11.com

***toon10.com 2019-04-10 1

***toon8.com

~

***toon6.com

2019-04-09 29

***toon5.com

~

***toon2.com

2019-03-11 148

***toon.com 2018-10-14 0

37

***어툰

(https://***toon3

.com)

Web

toon

Opera

-tion
○

***toon3.com 2019-09-05 92

47.5***toon2.com 2019-06-05 3

***toon1.com 2019-06-02 0

38
***라툰

(https://c***08.com)

Web

toon

Opera

-tion
○

c***08.com 2019-11-28 89

21.86
c***07.com

~ c***02.com
2019-08-31 64

c***01.com 2019-06-28 0

39
***비

(https://***e25.com)

Web

toon

Opera

-tion
○

***e25.com

~ ***e16.com
2019-07-28 111

7.4
***e15.com

~ ***e10.com
2019-04-08 0

40

***스툰

(https://***toon20

.com)

Web

toon
Action ○

***toon20.com 2019-07-19 29

34.5

***toon19.com 2019-06-20 17

***toon18.com 2019-06-03 33

***toon17.com 2019-05-01 59

***toon15.com 2019-03-03 0

41
***코믹스

(https://***104.com)

Web

toon
Action ○

***104.com

~ ***100.com
2019-09-1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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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 Name

(Domain)

Type of 

Infringe

ment

Lifecycle

(As of 

2019.11)

Similar 

Domain 

Change 

Status

(Similar/Change) 

Domain

Domain 

Creation 

Dat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Average 

Action 

Period of 

Lifecycle 

Phase

42

***피툰

(https://***toon52

.com)

Web

toon

Opera

-tion
○

***toon52.com 2019-11-26 8

7.4 20.19

***toon51.com 2019-11-18 6

***toon50.com 2019-11-12 7

***toon49.com 2019-11-05 7

***toon48.com 2019-10-29 7

***toon47.com 2019-10-22 7

***toon46.com 2019-10-15 7

***toon45.com 2019-10-08 7

***toon44.com 2019-10-01 7

***toon43.com 2019-09-24 7

***toon42.com 2019-09-17 8

***toon41.com 2019-09-09 5

***toon40.com 2019-09-04 7

***toon39.com 2019-08-28 7

***toon38.com 2019-08-21 7

***toon37.com 2019-08-14 7

***toon36.com 2019-08-07 14

***toon35.com
2019-07-24 7

***toon34.com

***toon32.com 2019-07-17 14

***toon31.com 2019-07-03 6

***toon30.com
2019-06-27 3

***toon29.com

***toon28.com 2019-06-24 11

***toon27.com
2019-06-13 7

***toon26.com

***toon25.com 2019-06-06 8

***toon24.com 2019-05-29 6

***toon23.com 2019-05-23 7

***toon22.com 2019-05-16 9

***toon21.com 2019-05-07 13

***toon20.com 2019-04-24 6

***toon19.com
2019-04-18 8

***toon18.com

***toon16.com 2019-04-10 7

***toon15.com 2019-04-03 1

***toon14.com 2019-04-02 3

***toon13.com 2019-03-30 9

***toon12.com 2019-03-21 31

***toon11.com 2019-02-18 15

***toon10.com 2019-02-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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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개>

김 득 훈 (Deuk-Hun Kim) 학생회원

2013년 8월: 순천향 학교 정보보호학과 학사

2015년 8월: 순천향 학교 정보보호학과 석사

2015년 9월～ 재: 아주 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 심분야> 응용서비스 보안, 컨텐츠 보안, 클라우드 컴퓨  보안, 암호 로토콜, 

정 해 선 (Hae-Seon Jeong) 학생회원

2019년 8월: 아주 학교 사이버보안학과 학사

2019년 9월～ 재: 아주 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 심분야> 응용서비스 보안, 컨텐츠 보안, 스마트폰 보안, 리 스 시스템 보안, 

곽 진 (Jin Kwak) 종신회원

2000년 8월: 성균 학교 학사

2003년 2월: 성균 학교 석사

2006년 2월: 성균 학교 박사

2006년 4월~2006년 11월: 일본 큐슈 학교 방문연구원

2006년 8월~2006년 11월: 일본 큐슈시스템정보기술연구소 특별연구원

2006년 11월~2007년 2월: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  통신사무

2007년 3월~2015년 2월: 순천향 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2008년 1월～ 재: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이사

2011년 1월～ 재: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2015년 3월～ 재: 아주 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심분야> 컨텐츠 보안, 암호 로토콜, 응용시스템보안, 클라우드 컴퓨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제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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