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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QR코드는 간단한 명함이나 URL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방문 및 출

입 기록을 통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QR코드의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렇듯 대

부분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QR코드의 경우 실행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URL이 삽입된 QR코드

를 아무 의심없이 실행을 하게 되면 보안 위협에 바로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악

성 QR코드인지를 판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접속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악성 QR코드 탐지 시

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QR Code has been used in various forms such as simple business cards and URLs. Recently, the influence of Corona 
19 Fundemik has led to the use of QR Codes to track travel routes through visits and entry / exit records, and QR Code 
usage has skyrocketed. In this way, most people have come to use it in the masses and are constantly under threat.

In the case of QR Code, you do not know what you are doing until you execute it. Therefore, if you undoubtedly 
execute a QR Code with a malicious URL inserted, you will be directly exposed to security threats.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cloud-based malware QR Code detection system that can make a normal connection only when there is no 
abnormality after determining whether it is a malicious QR Code when scanning the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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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경로를 파악하

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쉽게 구현 가능

한 QR코드를 활용하여 출입 및 방문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QR코드는 상품의 표지나 광고 및 포스터에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

유롭게 생성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QR 코드를 스캔

하여 삽입된 정보에 신속하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자유롭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에서도 항상 노출되어 있다.
가장 큰 보안 위협은 QR코드에 삽입된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QR코드를 스캔하였

을 때, 삽입된 정보에 대해 검증 단계가 없어 보안 위협

에 바로 노출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QR코드의 보안 위협에 

대해 해결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악성 QR코드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QR코드 및 QR코드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

고 3장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인 도커(Docker)에 대해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QR코드 탐지시스템을 구현 및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도록 한다.

Ⅱ. 관련 연구

2.1. QR코드

QR코드는 2000년 6월에 ISO/IEC18004FH로 국제표

준으로 채택 및 2006년 개정되었으며, 국내에는 2007년 

10월 KS 규격으로 제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국제적 표

준 기관인 GS1이 모바일 전용 표준으로 제정되었다[1].
스마트한 QR(Quick Response, 바코드보다 훨씬 많

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 이다.) 
코드는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2차원 바코드 형식이다. QR코드는 종래에 많이 

사용하던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

용을 확장한 2차원 형태의 바코드로서 종횡의 정보를 

가짐으로 숫자 외에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전용 스캐너 등으로 읽

어 들여 활용한다. 다만 QR코드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

터량은 제한적이므로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한 웹 페이

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를 QR코드

로 인코딩하고 이 QR코드를 디코딩 할 때 해독된 URL
에 접속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QR코드를 이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2-3]
표 1은 QR 코드로 표현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QR code data capcity[4]

Data Type Data Capacity(Max.)

Numeric Only 7,089 digits

Alphanumeric 4,296 digits

Binary(8bit) 2,953 byte

2.2. QR코드 취약점

2.2.1. 코드 위·변조 공격

QR코드는 온/오프라인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QR코드가 해킹 등으로 인해 다른 

QR코드로 변조될 경우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

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를 전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됨

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한 사

이트를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

다. 예를 들어, 이벤트 안내 인쇄물에 이벤트 내용이 적

혀 있고, 참여를 원할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라고 했다

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QR코드를 스

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도 신뢰하게 되지

만 정상 사이트가 아닌 해킹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공

격 방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각종 중요 정보가 유출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5].
그림 1은 정상적인 QR코드를 악성 QR코드로 변조하

여 해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대표적인 QR Code 취약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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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ttack by modification of the QR code

2.2.2. QR코드를 이용한 XSS 공격

QR코드를 이용한 XSS 공격은 그림 2와 같이 악성코

드가 포함되거나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악성 QR 코
드를 리더기로 인식할 경우 XSS 취약점을 이용하여 세

션 가로채기, 특정 URL로 redirect, 악성 콘텐츠 삽입, 피
싱 사이트 유도,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 등 다양한 악

성 행위가 가능하다[6].

Fig. 2 Attack by XSS of the QR code

Ⅲ. 도커(Docker) 구성 요소

3.1. 도커(Docker)

도커(Docker)는 Linux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소프트

웨어 컨테이커(container) 안에 배치하는 일을 자동화하

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다양한 실행환경을 컨테이

너로 추상화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프로

그램의 배포 및 관리를 단순하게 해준다. 백엔드 프로그

램,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시지 큐 등 어떠한 프로그램

이라도 컨테이너로 추상화할 수 있으며[7], 그림 3와 같

이 기존의 가상 기술처럼 호스트의 OS 위에 하이퍼바이

저와 게스트 OS를 구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OS 위의 도

커(Docker) 엔진 상에서 컨테이너라는 격리된 실행환경

을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한다[8].

Fig. 3 Virtualization method of VM and Docker

3.2. Image

이미지는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파일과 설정값 등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상태 값을 가지지 않고 불변

(immutable) 하다.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라 

볼 수 있게 추가되거나 변하는 값은 컨테이너에 저장된

다. 같은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의 상태가 바뀌거나 삭제되더라도 이

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도커(Docker)의 이미지는 컨테

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용

량이 꽤 큰 편이며, 이러한 이미지를 조금 수정하였다고 

다시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커(Docker)는 계층(layer) 개념을 사용하고 유니온 

파일 시스템(Union File System)을 이용해 여러 계층

(layer)을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다. 이미지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처럼 여러 개의 읽기 전

용 계층(layer)로 구성되고, 파일이 추가되거나 수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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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새로운 계층(layer)이 생성되는 형태로 이미지가 관

리된다[9].

Fig. 4 Image layer storage method

3.3. 컨테이커(container)

도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미지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객체로써, 도커파

일(Docker file)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다. 도커파

일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의 필요한 명령어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설치해야 하는 패키지, 소스코드, 컨
테이너 구동과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어와 셸 스

크립트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이

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작성된다. 도커파일

을 작성하여 빌드 시킨 하나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러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고 컨테이너의 상태 변경 및 삭

제 시에도 이미지는 원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다. 이러

한 이미지를 기반하여 생성된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실

행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변경되는 사항은 컨테이너에 

저장되며, 변경된 컨테이너 상태를 그대로 다시 이미지

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또한 가능하다. 컨테이너는 호스

트 운영체제의 컴퓨팅 리소스를 일부 할당하여 실행이 

되는데, CPU나 메모리는 컨테이너가 실행하는 프로세

스가 필요한 만큼만 추가로 할당되며 리소스 재설정 및 

자동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 상의 손실도 거의 없

다. 또한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독립적으

로 실행 가능하며,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접속하여 명령

어를 입력할 수 있고, 추가적인 패키지 설치 및 호스트 

운영체제의 특정 디렉토리를 컨테이너 내부 디렉토리

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9].
이러한 컨테이커(container)라는 개념은 도커(Docker)

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며, 도커(Docker)가 등장하기 이

전에 프로세스를 격리하는 방법으로 리눅스에서는 

cgroups(control groups)와 name space를 이용한 LXC 
(Linux container)가 있었고 Free BSD에선 Jail, Solaris
에서는 Solaris Zones라는 기술이 있었으며, 도커

(Docker)는 LXC(Linux container)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0.9버전에서는 자체적인 libcontainer 기술을 사용하였

고, 추후 runC(OCI 사양에 따라 컨테이커(container)를 

생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CLI 도구) 기술에 합쳐졌다[10].

Ⅳ. 도커(Docker) 기반 악성 QR코드 탐지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개발 환경은 표 2와 같다.

Table. 2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OS Windows 10, Linux(도커(Docker))

Language PHP, JAVA Script

Database MySQL 5.7

Web IIS 10.0

4.2. 악성 QR코드 탐지 시스템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의 개발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의 프로세

스는 그림 5와 같다.

QR코드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QR코드 Scanner에 QR코드를 SCAN하고

② 악성 QR코드 탐지 시스템에서 QR코드에 삽입되어 

있는 URL정보와 DB에 있는 악성 URL DATA와 매

칭하여 악성 여부를 판단 

③ 만약 ②에서 악성 URL로 판단되었다면 URL 
Rediraction 차단 및 경고페이지 노출되며, ②에서 

정상 URL로 판단되면 QR코드에 삽입되어진 URL
로 접속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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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lware QR Code System configuration 

4.3. 시스템 구현

4.3.1. QR코드 Scanner
QR코드 Scanner는 JavaScript로 구현하였으며, 구현한 

Source Code 및 Scanner 화면은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4.3.2. Malware DB Server
QR코드 Scanner에서 QR코드를 읽게 되면 DB 

Server에 입력되어 있는 URL과 비교하여 악성 URL인

지 판단하게 되는데, 그림 8은 악성 URL이 저장되어 있

는 DB Server이다. 

Fig. 6 QR Code Scanner Source Code

Fig. 7 QR Code Scanner Screen

Fig. 8 Malware URL DB 

4.3.3. Screen of QR Code detection system
QR코드 Scanner를 통해서 QR코드를 읽게 되면 그림 

9와 같이 정상 QR코드 식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지만, 악성 QR코드 속하게 되면 연동된 DB Server를 

통해 요청받은 URL 정보와 함께 위험 문구를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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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ware URL Scan Normal URL Scan

Fig. 9 Screen of QR Code detection system

Ⅴ. 결  론

QR코드는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생성이 가능하며, 
생성된 코드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간편하게 구현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감염경로를 역추적을 하기 

위한 출입 및 방문 기록을 기록하는 용도로 급격하게 사

용하게 되면서 보안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

드 기반 악성 QR코드 탐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DB 서버

에 저장되어 진 악성 URL 주소와 매칭을 통해 정상 QR
코드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 QR코드라 판단되면 코드

에 삽입되어 진 URL로 접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악성 

QR코드로 판단되면, 악성 QR코드라 알려주는 페이지

를 출력하면서, QR코드에 삽입된 URL로 접속을 차단

하게 된다. 
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현한 시스템이기 때문

에 신규 업데이트된 악성 URL의 정보들을 바로 적용 가

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유용하며, 보안에서도 우수하

며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해당 시스템을 삭제 후 신

속하게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현재의 시스템은 시그니처 기반 탐지 로직을 사용하

기 때문에 알려진 악성코드 URL만 탐지가 가능하다라

는 단점도 존재한다. 
추후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탐지율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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