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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성장과 접근성이 편해짐에 따라 피싱 URL 자동 분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축 URL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피싱 
URL 또한 단축 URL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싱 사이트로 통하는지 정상적인 사이트로 통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 콘텐츠 기반 
탐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URL기반 방법보다 느리고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단축 URL여부를 판단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피싱 사이트를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많은 사이버 범죄가 피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해커는 피싱 메일을 통해 사용자를 속이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싱 웹 페이지는 
겉보기에 정상적인 웹 페이지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피싱 
웹 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 사용자의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기업 관리자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봇넷으로 사용되거나 기업의 중요한 
정보 혹은 데이터가 해커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싱 URL을 
탐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1]. 
   이러한 피싱에 대해 여러 탐지방법이 연구되어 왔지만 

단축 URL을 통해 피싱 사이트로 통하는 URL인지 정상 
URL 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콘텐츠 기반 
방법을 이용하면 단축 URL이라도 피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 느리고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RL이 단축 URL이라면 콘텐츠 기반 방법을 
통해 탐지하고 단축 URL 이 아니라면 URL 기반 방법을 

이용해 단축 URL이 아닐 때 속도를 빠르게 하며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피싱 
사이트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2]의 연구에서는 단축 URL은 30바이트 수준을 넘지 

않는 크기의 주소를 생성하여 주소 자원을 절약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지만 URL 제공자의 
설명을 믿고 위험 사이트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싱이나 사기, 클릭 유도, 스팸 등의 위험이 크다고 했다. 

현재 단축 URL 서비스는 국내외 30여개 정도의 사이트가 
서비스하고 있다[2]. 그리고 단축 URL 사이트에 입력된 
분야별 통계에 따르면 일반 URL이 77%, APK 악성코드 

배포가 18%, Torrent 파일 공유가 4%로 단축 URL을 통한 
사이버 범죄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단축 
URL 검증이 피싱 사이트 탐지에 필수적이다. 

 

   [1]의 연구에서는 문자열 기반 즉 URL 기반 피싱 탐지 

방법을 비교하는데 18 가지 특징을 URL 문자열로부터 
추출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URL 피싱 여부를 예측했다. 
[1] 연구에서는 AdaBoost, SGD Classifier, Random 

Forest중 Random Forest가 다른 알고리즘들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 주었다.  
   [3]의 연구에서는 콘텐츠 기반 피싱 사이트 탐지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많은 수의 공격과 실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얻고 속성을 결정하여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모델을 학습시켜 높은 탐지율로 나타냈다. [3]에서는 Naive 

Bayes를 이용하는 것이 성능과 시간을 같이 고려해 보았을 
때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탐지 기법을 설명한다. 단축 
URL을 분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단축 URL 서비스의 

도메인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query 부분을 
확인하여 redirect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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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축 분류과정
 

    (그림 1)에서 전 처리 과정(preprocessing)은  입력값 
‘https://bit.ly/ASedgf?q=12’와 같은 URL 을 [‘bit.ly’, 
‘ASefgf’, ‘q=12’]과 같이 전처리 한다. (그림 1)의 단축 

URL 분류 과정(Short URLs  classification)을 거친 후 단축 
URL이 맞다고 판단하면 [True, URL]을 반환하여 콘텐츠 
기반 방법에 맞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Naive Bayes 를 

이용해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 분류한다. 그러나 단축 
URL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False, URL]을 반환하여 피싱 
URL 기반 방법에 맞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Random 

Forest를 이용해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 분류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탐지 기법의 과정이다. 
먼저 URL이 (그림 1)에서 설명하는 단축 URL 분류 과정을 

통해 단축 URL 유무를 확인한다. 만약 단축 URL이 맞다 
면 [True, URL] 형태로 반환하여 콘텐츠 기반 방법에 맞게 
전처리를 한 후 콘텐츠 기반 방법을 이용해 Na ve Bayes 

모델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단축 URL이 아니라면 
[False, URL] 형태로  반환하여 URL 기반 방법에 맞게 
전처리를 하고 URL 기반 방법을 이용하는 Random Forest 

모델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단축 URL 이 
아니면 URL 기반 방법을 사용하면서 항상 콘텐츠 기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좀 더 빠르게 동작하고 리소스 

또한 적게 사용할 것이다. 

         
그림 제안하는탐지기법

   본 논문에서는 단축 URL 검증 기법을 통해 피싱 사이트 
탐지 방법을 제안했다. 단축 URL 로 인해 피싱 탐지가 
어려워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어,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축 URL 검증을 피싱 
탐지에 결합하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기존의 피싱 탐지 
연구들을 조사해 단축 URL 검증기법에 결합하기 적합한 

방법과 모델을 조사하여 적용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즉 단축 URL 검증 기법과 피싱 
사이트 탐지를 결합한 방법의 성능과 속도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단축 URL 상황에서도 피싱 사이트 탐지 성능 
향상을 보이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8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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