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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

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

는 사이버범죄가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에는 100여개의 나라에 걸쳐 

약 45,000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나 많은 피

해를 끼쳤다(Wong & Solon, 2017). Cyber 

Edge Group(2019)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

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점점 커져 2018년에는 

설문조사 결과 78%의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사이버범죄 자체가 상용화되는 경향

이 일어나고 있다(An & Kim, 2018). 즉, 전문 

해커가 아닌 일반 유저 역시 사이버범죄에 필

요한 정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 도구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온라인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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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해킹 불법 시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Wergberg et al., 2018).

이러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은 특히 해킹 

공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악

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들의 시장이 활성화되

면서 해커들 간의 정보 공유 및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이제는 누

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소

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같은 사이버범죄 현상은 

전 세계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서보밀, 심준호, 2017). 해킹 도구나 방법

적인 측면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확산의 한계

가 있었던 상황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예상하며 경각심을 일깨

워주거나 현황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김종

현 등, 2013; Chen et al., 2004; Sood & Enbody 

2013; Kim et al., 2011). 또한 사이버범죄를 분

석함에 있어서도 선행 이론에 근거해 각 요인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사이

버범죄 예방 방안을 연구하더라도 위험성이 높

아지고 있는 해킹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이 아

닌 사이버범죄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

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

하고 있는 해킹 불법 시장에 의한 해킹의 상용

화를 대비하는 보안 이슈 설정에 대해서 진행

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통

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를 대비할 수 있

는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상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사이버범

죄 각 요인에 맞추어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분석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텍스트 마이닝과 소

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다. 온라인 해킹 불

법 시장 데이터를 일상행위이론에 입각해 분석

한다면 체계적인 해킹 공격 대비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

으로 분석할 내용은 다음의 세 질문과 같다. 1) 

어떤 유저가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있는 

해커인가? 2) 해커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타겟은 어떤 기업 혹은 웹사이트인가? 3) 앞으

로 집중적으로 보안 관리자를 세워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 세 질문을 통해 일상행위이론에 

부합하는 사이버범죄 요인들의 현황을 살펴보

고 체계적인 보안 이슈를 생성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보안 이슈를 생성하는 

본 연구는 크게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

점을 지닌다. 먼저, 일상행위이론과 데이터 분

석을 결합시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 의한 

해킹 공격을 분석해낸다는 학술적인 시사점이 

존재한다. 방법론적으로도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물을 사이버범죄 각 요인

에 대응시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 사이버

범죄에 있어 기존 이론에 데이터 분석적인 접

근 차원을 더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낸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해킹 공격의 보

안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실증적인 분

석에 따라 그에 맞는 보안 방법을 찾는다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해킹 피해

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킹 공격을 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 정부, 보안 업체에까지 실질적인 기여도

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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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념적 배경

2.1 선행 연구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사

이버범죄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

체적인 선행 연구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대

부분의 연구는 광범위한 사이버범죄 전체에 대

해 이루어져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김종현 등, 2013; Chen 

et al., 2004; Sood & Enbody 2013; Kim et al., 

2011).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할지라도 사이버범죄 도구 공급에 집중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거나(Wergberg et al.,., 2018; 

Bhalerao et al., 2018) 사용자와 거래 행위의 유

형 특성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Hutchings & Holt, 2015; Radianti, 

2010). 이에 본 연구는 일상행위이론에 입각하

여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 분석 접근 방식을 이용해 실

증적으로 해커들의 활동성과 행위 특성, 니즈를 

분석한다. 즉, 기존의 사이버범죄 중에서 온라

인 해킹 불법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추후 위험

연구 연구 상 연구 결과
연구   
방법론

일상행 이론 
요인 반

김종현 등

(2013)

전체   

사이버 범죄  

데이터 분석적 접근을 통한 

사이버범죄 대비 

보안 방법론 제시 

데이터   

분석
Guardians

Chen et al. (2004)
전체 범죄

현상   

범죄 현상 연구에 대한 

데이터 분석적 접근 

방법 제시

데이터   

분석

Guardians,

Offenders

Radianti (2010)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특성 분류 및 연구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
Offenders

Kim et al. (2011)
사이버   

공격의 피해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와 피해 

영향력 측정   
사례 연구

Guardians,

Target

Sood and Enbody 

(2013)

상용화되는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 및 설명
계량 경제 Guardians

Hutchings and Holt 

(2015)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불법 데이터 

불법 데이터 거래 

행위자의 행동 특성 

분류 및 연구 

범죄   

스크립트   

분석   

Target

Wergberg et al. 

(2018)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서 공급망 확인과 

사이버범죄상용화 실증

가치사슬   

관점
Target

Bhalerao et al. 

(2018)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공급망의 

자동 추출 방법 제시 

데이터

분석
Offenders

<표 1>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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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욱 높아지는 영역을 분석한다. 해킹 공

격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를 기반

으로 직접적인 해킹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 동기이다.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텍

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Wang et 

al.(2010)은 사이버범죄 행위를 분석하는데 있

어 공격 그 자체는 물론 유저간의 연결성이 매

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일상

행위이론에서의 사이버범죄 야기 요소인 타겟, 

공격자, 관리자의 존재가 온라인 해킹 불법 시

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가를 분석한다. 방대한 

양의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글을 수집하여 타

겟과 관리자의 존재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

닝을, 공격자와 관리자의 존재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온

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세 가

지의 사이버범죄 원인 요인들을 모두 찾아내 

현재 해커의 니즈 현황을 판단하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제시한다.

2.2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온라인 해킹 불법 시

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종으로 해킹과 관련

한 여러 정보,도구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공간이

다. 국가와 신분에 관련 없이 모두 접근 가능한 

특성을 지니는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다.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은 크게 세 종류의 공

간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웹 사이트 자체

에 대한 소개 및 규칙을 정하는 General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는 웹 사이트의 규칙을 알리

거나 소개를 하며 소통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다음은 실제 해킹 도구나 관

련 정보들을 거래하는 Market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다시 판매자가 글을 올리는 곳, 구매자

가 글을 올리는 곳, 교환을 원하는 곳으로 나뉘

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불

법적인 목적의 해킹을 의미하는 단어인 

Cracking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

간에서는 해킹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점을 토

로하거나 튜토리얼을 제시해 해킹 공격의 접근

<그림 1>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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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해킹 불법 시

장 중에서도 Market과 Cracking 공간을 중심적

으로 분석한다. 정성적으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보다는 

Market과 Cracking에 관련하여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정략적인 분석 접근을 시도한다. 빈번

하게 사고 팔리는 해킹 도구와 해킹 정보는 무

엇인지, 해커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싶으며 그들의 니즈가 어떤지 분석한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일상행위이론에서 설명

하는 사이버범죄의 각 요인에 대응시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통해 확산이 될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 방법을 마련한다.

2.3 일상 행위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일상행위이론은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이 되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이론이다. Cohen and 

Felson(1979)은 일상행위이론을 기반으로 사이

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회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한 사이

버범죄에 대한 기회는 다시 세분화되어 어느 

정도로 동기부여가 된 공격자가 있는지, 관리자

가 존재를 하고 있는지, 적합한 타겟이 존재하

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바라본다

(Cohen & Felson, 1979). 타 사이버범죄 관련 

이론과 대비하여 일상행위 이론은 범죄의 행동

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범죄를 설명한

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Choi et al., 2019). 

지금까지 발생한 해킹 공격의 원인 요인을 찾

아내는 것이 아닌 추후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을 통한 해킹 공격 행동의 감소 방안을 찾는 것

이 연구 목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사

이버범죄 관련 이론이다.

일상행위이론에서는 3가지 요인이 사이버범

죄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동기부여 

된 공격자, 관리자의 존재, 적합한 타겟은 모두 

독립적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 정도에 따라 다시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빈도가 결정된다(Yar, 2005). 이에 본 연

구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요인들인 동기부여 된 

공격자, 관리자의 존재, 적합한 타겟에 대한 분

석을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 대응시켜 진행

한다. 이 세가지 요인을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

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추출함으로써 현재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서 드러나는 상황적 

<그림 2> 일상행 이론 기반의 연구 기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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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하여 해킹 공격에 대한 현황을 면

밀히 분석할 수 있다(Birkbeck & Lafree, 1993)

이에 따라, 일상행위이론에서의 사이버범죄 

발생 빈도를 실제 해킹 공격의 발생 빈도로, 사

이버범죄에 대한 기회를 해킹 공격에 대한 기

회로 간주하여 일상행위이론을 이용한다. 일상

행위이론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기본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동기부여가 된 공격

자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 적

합한 타겟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분석한다. 

다만, 관리자의 존재에 대한 여부는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관리

자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해 전

체 연구 분석 모형을 구성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 온라인 해킹 불

법 시장을 이용하는 해커들이 공격에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공격을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

를 파악해 현재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그 영향력

이 작은 곳은 어디인지를 역추적한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데이터는 실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Market과 Cracking 부분을 이용하였다. 

또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시장성을 분석

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정보 공급자 관점의 

데이터와 정보 수요자 관점의 데이터로 분리하

여 분석을 진행한다. 즉 일상행위이론에 부합하

는 세 가지 요인들의 현황을 정보 공급자와 정

보 수요자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그룹간 겹치는 부분은 해킹 공격에 있어 가장 

위험한 분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한 쪽에만 해

당하는 경우에 잠재적으로 해킹 공격 위험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데이터 분

리의 경우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 명시 되어

있는 판매 및 공유 게시판과 구매 및 요청 게시

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전체 연구 절차

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데이터 준비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였다. 웹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후, 전처리를 진행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각각을 위해 총 두 단계로 나뉘어진 데이터 수

집 절차를 거쳤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원활한 분석을 위하여 유저 및 게시판의 그룹

을 구분지어 진행하였다(Kim, 2008). 

이후 품사 태깅,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등

의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정보 제공자 

<그림 3> 체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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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데이터와 정보 수용자 관점의 데이터로 

분리한다. 두 가지로 분리된 데이터에 대해 텍

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해커들의 주요 타겟과 

보안 관리자가 필요한 영역, 소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동기 부여된 해커와 보안 관리자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다. 이후 분석 결과에 따

라 일상행위이론에 부합하는 각 해킹 범죄 요

인의 현황을 도출해낸다. 각 이해관계자 별 해

킹 대비를 위한 보안 대비책을 형성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3.2 텍스트 마이닝

본 연구에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데이터

는 텍스트 형식이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로 텍스트 마이닝 단계에서 진행

한 분석은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 LDA 

토픽 모델링이란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주제를 

찾아가는 절차적인 확률 분포 모델을 의미한다 

(Blei et al., 2003). Mimno & McCallum(2008)

은 LDA의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단순화와 데이

터 차원의 축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LDA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통해서 문서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의 구체적인 하위 주제들

을 도출해 낼 수 있다 (Blei et al., 2003). 본 연

구에서는 해커들의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공

간에서의 정보 공유 관련 데이터에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커들 간 해킹 정보 

공유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두 번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키워드 추출 기법이다. 키워드 추출 기

법이란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의 키워드를 도출

해 내는 방법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TF–

IDF 방식의 키워드 추출 기법을 이용하였다

(Juanzi et al., 2007). TF–IDF란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

자로 문서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

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게 주며 특정한 문

제에만 자주 출현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가중치

를 높여 키워드를 추출해 내는 방식이다. 즉, 텍

스트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각 단어들에 대해

서 가중치를 매겨 분석을 진행한다(Pastizzo & 

Carbone, 2007).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먼저 진행한 후 단어의 빈

도와 출현 문서 수를 모두 고려하는 TF-IDF기

반 키워드 추출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Blei et 

al., 2003). 즉,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서 토픽

과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규명한 후 

TF-IDF기법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와 LDA 토

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간의 연관성을 살

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법을 이용해 해커들의 

타겟을 탐색한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

었던 ‘해커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타겟은 

어떤 기업 혹은 웹사이트인가?’와 연관된다. 이

후 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온라인 상

의 해커들이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

낸다. 이는 해킹 도구나 방법론 등이 해당된다. 

이 분석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

었던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안 관리자를 세워

야 할 곳은 어디인가?’와 연결된다. 시장에서 

정보나 도구를 공유하는 제공자 입장과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보안 관리자가 부족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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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인지, 해커들의 니즈가 있어 잠재적으로 보

안 관리자를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할 곳은 어

디인지를 파악한다.

3.3 소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한 두 번째 분석은 소셜 네

트워크 분석 기법이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의 단위의 엣지와 노드를 기본으로 하

여 해당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Scott, 2000). 본 

연구에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상호작

용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해 연결 관계를 설정

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다.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이용하는 개개인의 해커들은 

각각 하나의 노드로 인식이 된다. 소셜 네트워

크 분석에는 다양한 수준의 분석 방법이 있으

며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이우형 등, 2012). 

소셜 네트워크 분석 단계에서는 중심성 척도

로 중요한 노드, 즉 핵심적인 유저를 파악할 것

이며 밀도 값과 클러스터링 계수를 이용해 전

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연결중심

성을 통해 활발히 정보 공유 활동을 하는 유저

를 파악하며 근접중심성을 통해 독립적인 동시

에 신속히 해킹 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가능성

이 높은 유저를 탐색한다(곽기영, 2017). 또한 

매개중심성을 통해 해킹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저를 찾아내 해킹 정보 흐름에 

핵심인 유저를 도출한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질문 중 하나인 ‘어떤 유저가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있는 해커인가?’와 직결된다.

또한 네트워크 단위의 분석으로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

타내는 네트워크의 밀도와 네트워크 내의 노드

들이 서로 무리지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클

러스터링 계수 값을 분석한다(곽기영, 2017).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 네트워크를 분석함

으로써 해커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하는지 파악한다. 이 역시 본 연구의 주요 질문 

중 하나인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안 관리자를 

세워야 할 곳은 어디인가?’와 연결된다. 구체적

으로 각 네트워크 별 노드 숫자, 밀도, 클러스터

링 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이와 연관된다. 노드 

숫자를 계산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의 크기 즉, 

시장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밀도 

수치와 클러스터링 계수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 

수준에서 연결 수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네트

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Ⅳ. 데이터 분석 및 결과

4.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직접 온라인 해

킹 불법 시장의 데이터를 크롤링 하였다. 데이

터 수집을 할 대상인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은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웹 

사이트가 활성화 되어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

을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

지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http://cracking.org)

에서 총 15,775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

적으로 해킹 툴 공유 게시판, 해킹 토의 게시판, 

판매 공간 게시판, 구매 공간 게시판까지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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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게시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해킹 툴을 공유하는 게시판과 해킹 정보를 판

매하는 게시판은 정보제공자 입장의 데이터로 

구분을 하였고 질문 및 토의가 일어나는 게시

판과 해킹 정보를 구매하려는 게시판은 정보수

용자 입장의 데이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분류된 데이터는 <그림 4>와 같이 일상

행위이론의 요인에 맞추어 분석이 진행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각 데이터

의 댓글과 작성자 닉네임을 함께 수집하였다. 

게시글을 올린 유저와 댓글을 단 유저는 연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 후 분석을 진행하

였다.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특수문자는 모두 

삭제하였으며, 모든 데이터에 대해 형태소 분석

을 통한 품사 태깅을 진행하였다. 이후 핵심 정

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명사, 형용사만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을 진

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단어는 모두 불용어 

처리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불용어 처리의 경

우, 불필요한 단어가 도출될 경우 새로이 불용

어 사전을 구성해 처리했다.

4.2 텍스트 마이닝 결과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 이후 텍스트 마

이닝 분석을 진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포함

하여 전 데이터 분석 과정은 판매자 관점의 데

이터와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첫 번째로 LDA 토픽모

델링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데이터 별로 토픽

의 개수를 5개로 설정한 후 각 토픽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두 데이터는 모두 Alpha 

값은 0.1, Beta 값은 0.02로 설정한 후 샘플링을 

1000회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판매자 관점의 

데이터와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의 토픽 별 키

워드들을 포함한 전체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판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로는 

Proxy, Selling, Account, Combo, Cracking이 

추출되었으며,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는 

Method, Combo, Buying, Cracking, Account가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해킹을 시도할 때 

연결을 위한 IP를 의미하는 Proxy의 경우 판매

자 관점의 데이터에서만 도출되었으며 방법론

적인 물음인 Method는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

<그림 4> 데이터 분석 개념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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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LDA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매자 

토픽 라벨 키워드 RAT 요소

01 Proxy proxy, toolsproxy, config, cracking,   capture, version Guardians
02 Selling selling, gift, keyselling, codes,   psn, amazon, shop Guardians
03 Account account, amazon, psn, team, premium,   cheap, games Target
04 Combo combo, email, pass, spam, tools,   list, private, rdp Target
05 Cracking cracking, checker, brute, account,   tools, proxyless Target

구매자 

토픽 라벨 키워드 RAT 요소

01 Method help, problem, error, please,   config, need, sqli, dumper, Guardians
02 Combo combo, email, pass, private,   gamestop, amazon Target
03 Buying wtb, buying, config, amazon,   accounts, gift, walmart Guardians
04 Cracking cracking, sentry, config, how, need,   buying, help, get Target
05 Account account, premium, config, wtb, looking,   psn, ps4 Target

<표 3> 데이터 TF-IDF 키워드 추출 분석 결과

매자 

키워드 시 문장 RAT 요소

Account “Selling Sky.Com Accounts” Target

Cracking “[WTS] Database Parsing & Hash   Cracking” Target

Combo “Selling Shopping Combo” Target

Sell “Selling My Full Sentry Mba Snapshot   Folder” Guardians

Proxy “lowes.com – Proxyless” Guardians

Account selling “Uploaded.net Account Selling” Target

Card “ZARA GIFT CARD 350$ for sale” Target

Gift “Selling $75 PSN Gift Code” Target

Cheap “71k GameStop Account [Cheap]” Guardians

Maker “[COMBOXD]Combo Maker Tool” Guardians

매자 

키워드 시 문장 RAT 요소

Account “Buying amazon account with orders” Target

Cracking “Cracking zip files” Target

Combo “Shopper’s Combo List” Target

Buy “I’m buying corporate email   accounts” Guardians

WTB “WTB 3 month Shufferstock account” Guardians

Help “Help me to choose the right tool” Guardians

Amazon “[AMAZON] Order from cracked   account” Target

Check “Proxy ban check” Guardians

Config “I would like to learn to make   configs” Guardians

Netflix “WTB Netflix accounts”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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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도출되었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의 가

짜 계정을 포함하여 계정을 의미하는 Account

와 ID와 패스워드 셋을 의미하는 Combo는 두 

데이터 모두에서 도출이 되었다. 

분석 결과, 계정과 패스워드에 대한 해킹 니

즈가 높아 관련 분야에서의 보안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Proxy에 대

한 방대한 정보량, 해킹 방법에 대한 정보거래 

요구가 각각, 판매자 관점, 구매자 관점 데이터

에서 존재한다. 이 중 Combo, Cracking, 

Account는 해커가 해킹을 원하는 대상이 되어 

일상행위이론의 Target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Method, Buying, Selling은 해킹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분야로 Guardians가 필요한 영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의 다음 단계로는 TF-IDF 기

반의 키워드 추출을 수행하였다. 각 데이터 별

로 TF-IDF값 기준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도출

하였다. 판매자,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 

TF-IDF 기법을 통해 도출한 키워드와 키워드

들이 실제로 사용된 예시, 키워드와 일상행위이

론 요소와의 연관성 등의 구체적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LDA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으로 도출

되었던 Proxy, Selling, Account, Combo, 

Cracking과 Method, Combo, Buying, Cracking, 

Account는 모두 키워드 추출 결과에서도 도출

되었다. 추가적으로 판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

는 기프트 카드 해킹과 관련된 Gift, Card와 함

께 가짜 계정 생성 등에 이용되는 Maker가 도

출되었다. 가짜 계정 및 아이디 패스워드 셋을 

생성하기 위한 Maker에 대한 공급이 충분한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

는 Amazon, Netflix등 해킹 공격을 원하는 타

겟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들을 저장할 셋

을 의미하는 Config가 도출되었다. 많은 해커들

이 Amazon과 Netflix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며, Config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DA 토픽모델링과 

TF-IDF 키워드 추출 결과를 합친 전체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종합  텍스트 마이닝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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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하면 Account, Combo, Cracking

에 대한 이슈가 현 시점에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이 야기할 가장 위험한 해킹 공격 분야이

다. 두 결과는 LDA 토픽모델링과 TF-IDF 키워

드 추출 결과 모두에서 양 데이터에 동시에 도

출되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판매자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Proxy와 Selling이 두 분석 기

법에서 동시에 도출이 되어 전반적인 해킹 툴 

판매행위, Proxy 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계정 판매, 기프트 카드 해킹, Maker 등의 정보

가 판매 니즈가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구매

자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해킹의 방법론적인 

측면과 툴 구매에 대한 니즈가 두 분석 기법에

서 모두 도출되어 가장 강력한 니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mazon처럼 해킹 대상이 되는 타겟

을 키워드 추출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다. 

4.3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텍스트 마이닝의 다음 단계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네트워크 단위에서의 분석과 노드 단위에서의 

중심성 수치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네트

워크 단위에서는 관리자가 필요한 영역을, 노드 

단위에서는 동기부여가 된 타겟을 추출해내는 

목적을 지닌다. 먼저 네트워크 단위에서의 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

와 같다. 판매자, 구매자 관점 각각의 네트워크

가 지닌 노드의 숫자, 네트워크의 밀도, 클러스

터링 계수를 계산하여 도출했다.

기본적으로 노드의 숫자는 판매자, 구매자 

관점으로 나뉜 게시판에서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유저의 고유한 숫자를 의미한다. 판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는 총 17076의 노드가 존재

<표 4> 매자, 구매자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분석 수 매자 의 데이터 구매자 의 데이터

노드의 숫자 17,076 2,643

네트워크 밀도 0.0003365 0.0017777

클러스터링 계수 13 58

RAT 요소 Guardians

<그림 6> 매자(좌), 구매자(우) 의 데이터 네트워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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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는 2643의 

노드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밀도와 

클러스터링 계수 값은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에

서 더 큰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전반적 연결 정도의 정

도를 나타내며 클러스터링 계수는 네트워크의 

군집화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다. 즉, 더욱 많은 

숫자의 유저가 판매자 관점의 데이터에 관여하

였지만 실제로 연결성은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

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두 네트워크의 시각화 결과는 위의 <그림 6>과 

같다.

현 시점에서는 해킹 정보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거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7,076과 

2,643이라는 댓글을 합친 노드의 숫자는 수요

자 관점의 데이터에서 더 큰 상황이다. 즉, 구매

자가 글을 올렸을 때, 판매자가 댓글을 다는 것 

보다 판매자가 글을 올렸을 때 매우 많은 구매

자가 댓글을 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전반적인 네트워크 밀도와 클러스터링 계수는 

구매자 관점의 네트워크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나 구매자가 구매 의지를 밝히면 주기적으로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유저가 존재함을 파악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더 활발한 활동성을 띄고 

있는 판매자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관리자가 투

입될 필요가 있는 반면, 구매자 네트워크에는 

밀집된 해킹 정보 거래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해킹 정보는 

수요가 지배적인 상황이며, 특정 공급자는 주기

적으로 공유 및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상행위이론의 동기부여 된 공

격자를 알아내기 위해 노드 단위 별 중심성 수

치를 계산하였다. 각 네트워크 별 중심성 수치

의 상위 50인의 닉네임은 <표 5>와 같다. 내향 

중심성과 외향 중심성은 모두 연결 정도에 기

반한 중심성이며 내향 중심성은 판매자 관점의 

데이터의 경우 댓글을 달아 구매 의사를 비친 

유저, 구매자 관점의 경우 댓글을 달아 판매 의

사를 비친 유저를 도출하게 되며 외향 중심성

은 그 반대이다. 근접 중심성은 다른 액터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유저를 도출하게 되며, 매

개 중심성은 다른 유저들의 사이에 있어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유저를 추출한다.

<표 5> 각 심성 수치 별 상  50 유  아이디 목록 (RAT - Offender)

매자 의 데이터 구매자 의 데이터

내향
심성

외향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

내향 
심성

외향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

‘Weezy’ ‘NFS’ ‘Cero’ ‘m1st’ ‘m1st’ ‘Stefanp’ ‘kakz’ ‘m1st’

‘Ghost’ ‘Galaxy’ ‘NFS’ ‘Galaxy’ ‘Stefanp’ ‘m1st’ ‘baldekieta’ ‘Sherracing’

‘Rider’ ‘Wosystem’ ‘xKeksbyte’ ‘MR.ViPeR’ ‘Ops!’ ‘Clay’ ‘Richard’ ‘Stefanp’

‘m1st’ ‘huluwa’ ‘roxanne34’ ‘Ops!’ ‘Sherracing’ ‘Gtxnato’ ‘frizzer’ ‘Microsoft’

‘alexdenn’ ‘807’ ‘MikeHunt’ ‘Microsoft’ ‘Pipa’ ‘Trinity’ ‘Mumu’ ‘Clay’

‘Ops!’ ‘Microsoft’ ‘Loris’ ‘huluwa’ ‘Microsoft’ ‘Cluebox’ ‘markm’ ‘Xtra’

‘Sherracing’ ‘King1’ ‘taolaobidao’ ‘alexdenn’ ‘Tarwin’ ‘Sherracing’ ‘kyle’ ‘Pipa’

‘SniKeRHD’ ‘slehj’ ‘greatgpt’ ‘Sneijder’ ‘Clay’ ‘Inv4dOr’ ‘white’ ‘MR.ViPeR’

‘sika’ ‘delmohcen’ ‘d3kruze’ ‘Overflow’ ‘StrongCore’ ‘Anto2363’ ‘Mustafa’ ‘Soul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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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Mr.ProMan’ ‘Nasr’ ‘slayer16’ ‘Xtra’ ‘DragonCall’ ‘Sharqaway’ ‘Ezekiel’

‘SreCko’ ‘Ops!’ ‘Rafiq007’ ‘Srecko’ ‘MR.ViPeR’ ‘Divinity’ ‘Pepo’ ‘Flooky’

‘MR.ViPeR’ ‘H'ackeRR’ ‘cloret’ ‘wosystem’ ‘aota’ ‘gobar’ ‘KillerzHD’ ‘Ops!’

‘lilse7en’ ‘athosx1hw’ ‘Trymes’ ‘SniKeRHD’ ‘Animal’ ‘Cannabun’ ‘TheEndAll’ ‘Bangerz’

‘All4ever’ ‘Sneijder’ ‘faheem’ ‘iranofficall’ ‘Flooky’ ‘Pipa’ ‘Leslie’ ‘DragonCall’

‘Saikokillah’ ‘vaname’ ‘riaz’ ‘blackbeast’ ‘DragonCall’ ‘Tariky’ ‘Cluebox’ ‘aota’

‘luigi’ ‘Overflow’ ‘nguyenvan’ ‘Sherracing’ ‘Gtxnato’ ‘rendy’ ‘Preben1’ ‘Animal’

‘Sreemon’ ‘mashup’ ‘dani94’ ‘delmohcen’ ‘Trucluent’ ‘TheNaked’ ‘Weekend’ ‘TheNaked’

‘Amanda’ ‘Mr.Cracker’ ‘itachi.polsk’ ‘athosx1hw’ ‘TheNaked’ ‘Kakz’ ‘Skata13’ ‘Chivar’

‘KIJQasWe’ ‘MR.ViPeR ‘Rh504’ ‘slehj’ ‘Bangerz’ ‘Hippo’ ‘DeanAz’ ‘Tariky’

‘Welshdroo’ ‘Mike Hunt’ ‘Sn1kerzZ’ ‘King1’ ‘Trinity’ ‘Hucci’ ‘Flynn’ ‘Divinity’

‘Weit’ ‘mazari’ ‘a55aa’ ‘Nyansigh’ ‘Ripcord’ ‘crack4cash’ ‘Paff’ ‘seNs’

‘Hidden’ ‘Critical’ ‘Floord’ ‘Amanda’ ‘Divinity’ ‘Sopranol’ ‘simonkey’ ‘Rick1488’

‘Data’ ‘CRA4KER’ ‘goinmc’ ‘Welshdroo’ ‘seNs’ ‘seNs’ ‘BlaCk’ ‘SniKeRHD’

‘Napaz’ ‘Automatic’ ‘blems’ ‘mazari’ ‘Freakboy’ ‘OrcKing’ ‘kazurengan’ ‘Sinder’

‘Azeem’ ‘iranofficall’ ‘M4hd1’ ‘m0h4m’ ‘Ezekiel’ ‘Spesialis’ ‘LulzSec’ ‘Dj7Gb’

‘Tariq’ ‘slayer16’ ‘akshayP’ ‘HOPOLO’ ‘1nv4dOr’ ‘Twisted76’ ‘moremore’ ‘Hippo’

‘Truculent’ ‘Cero’ ‘ItsRedeye’ ‘yaname’ ‘Sam_03’ ‘aota’ ‘Kurdo1212’ ‘TheBeard’

‘Pipa’ ‘HOPOLO’ ‘elnenoel’ ‘Riddick’ ‘Tariky’ ‘Vamos’ ‘Boyakasha’ ‘Stefano’

‘iranofficall’ ‘ARMoRED’ ‘bizwo’ ‘kingsd’ ‘Cluebox’ ‘Burning’ ‘rendy’ ‘Lembas’

‘Wosystem’ xXaymenXx ‘Forbidden’ ‘crack4cash’ ‘JustMe’ ‘Ahmed_CK’ ‘1st’ ‘crack4cash’

‘leonnguyen’ ‘mateo’ ‘Gang’ ‘sidrock’ ‘DongSilver’ ‘simonkey’ ‘Frenzhy’ ‘Truculent’

‘Kallism’ ‘HASSAN’ ‘LautyWTF’ ‘GuriGuri’ ‘Falcon’ ‘Sinder’ ‘mandy151’ ‘1nv4dOr’

‘Lilweezy’ ‘GayPal’ ‘jincracker’ ‘HackeRR’ ‘Tyrant’ ‘DongSilver’ ‘VajpY’ ‘Dark’

‘sidrock’ ‘blackbeast’ ‘Rebel’ ‘Irhad’ ‘crack4cash’ ‘yngogo’ ‘ApolloX’ ‘Warrior’

‘1.U.C’ ‘d3kruze’ ‘hussin’ ‘ghosthenry’ ‘Anto2363’ ‘Gattey’ ‘Racking12’ ‘sidrock’

‘blackbeast’ ‘Irhad’ ‘neverthe’ ‘Critical’ ‘Cali’ ‘Jaymandk’ ‘usama’ ‘DongSilver’

‘Sneijder ‘Philosophe’ ‘sweetlove’ ‘Joel’ ‘Dark’ ‘Rubbers’ ‘MSoftware’ ‘Nono15’

‘nedu’ ‘Mahmoud’ ‘Bizzy123’ ‘Sanfe’ ‘Warror’ ‘fierbomber’ ‘CART201’ ‘Ahmed_CK’

‘hawaiinest’ ‘Sayed’ ‘xCrackerx’ ‘lookup’ ‘Hippo’ ‘Gucciman’ ‘Zefashion’ ‘VronskyV’

‘Fluxify’ ‘alireza’ ‘Samara’ ‘Xtra’ ‘Coreman’ ‘Dj7Gb’ ‘gridx07’ ‘yngogo’

‘mafiaband’ ‘JustMe’ ‘Wolfie’ ‘Truculent’ ‘gobar’ ‘Chivar’ ‘Golden’ ‘Hoddhed’

‘Thowosk’ ‘Retarded’ ‘Qualex’ ‘Donstefano’ ‘Cannabun’ ‘Falcon’ ‘King’ ‘CoreMan’

‘Bangerz’ ‘Noot’ ‘themaster’ ‘fax’ ‘Soulnous’ ‘Taz’ ‘Ibmug’ ‘Ripcord’

‘nige1123’ ‘Jitsu’ ‘SekaDew’ ‘seNs’ ‘Dj7Gb’ ‘dirtyvision’ ‘Magma322’ ‘Akun’

‘XeN4’ ‘tiapleu’ ‘snejok’ ‘Automatic’ ‘k0sster’ ‘saskura119’ ‘instruction’ ‘xFox’

‘Microsoft’ ‘Chingy’ ‘Chelsea’ ‘Ab0’ ‘Stefano’ ‘jace821’ ‘Zoom99t’ ‘Taz’

‘URK’ ‘Daivd’ ‘Coronel’ ‘CRA4KER ‘chivar’ ‘Tyrant’ ‘jj71787’ ‘Captain’

‘Andrew’ ‘Awesome’ ‘Dude’ ‘Tarwin’ ‘slehj’ ‘Rick1488’ ‘thekhan’ ‘Kirk’

‘Rick1488’ ‘CrAcker ‘megalooter’ ‘Rodriguez’ ‘Maestro’ ‘LulzSec’ ‘4dKiwi’ ‘Sam_03’

‘M95’ ‘zaf3q2’ ‘fireALGO’ ‘TheBeard’ ‘Hucci’ ‘Lembas’ ‘ghost0000’ ‘Xiao’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분석: 데이터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활용

- 235 -

분석 결과 ‘m1st’, ‘Ops!’ 등의 유저는 판매

자 관점의 데이터와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에서 

모두 높은 중심성을 기록하여 가장 정보 공유 

및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유저이다. 또한 판

매자 관점 네트워크에서의 ‘NFS’나 구매자 관

점 네트워크에서의 ‘Stefanp’ 등 각 네트워크에

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저를 추출 가능하다. 해

당 유저들은  일상행위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동

기부여 된 공격자일 확률이 매우 높은 유저들

이다.

Ⅴ. 토의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 토의 및 보안 이슈 제안

본 연구는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활성화

에 따라 공유되고 있는 정보 분석을 통해 해킹 

공격 대비 방안 마련의 중요성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사이버범죄 이론인 일상

행위이론의 요소에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데

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접근 방식을 이용하

였다.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분석을 통해 사이

버범죄 요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를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이 발생시킬 위험도 높

은 사이버범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LDA 

토픽 모델링과 TF-IDF 키워드 추출 기법을 이

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네트워크 수준에서

의 노드 수 분석, 네트워크 밀도 분석, 클러스터

링 분석을 비롯한 노드 수준에서의 연결 중심

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계산한 소셜 네

트워크 분석을 접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일상행위이론에서 말하

는 3가지 사이버범죄 요인을 추출했다. 특히 데

이터를 판매자, 구매자 관점의 데이터로 나누어 

각 요인들의 수요 및 공급 상황을 확인하였다. 

판매자, 구매자 데이터에서 동시에 추출된 분석 

내용은 가장 시급한 보안 영역이라고 할 수 있

사이버
범죄 요인

매자 의 
데이터

구매자 의 
데이터

복 역 분석 방법

적합한

타겟
Gift card Amazon, Netflix Account, Combo

텍스트 

마이닝

동기부여

된 유저
‘NFS’, ‘Galaxy’ 등 ‘Stefanp’, ‘Clay’ 등 ‘m1st’, ‘Ops! 등 

소셜 

네트워크 

분석

관리자가

필요한

영역

Proxy, Maker Method, Check
Cracking, account, 

combo

텍스트 

마이닝

구매자 네트워크에 대한 

양적 집중성

판매자 네트워크에 대한 

질적 집중성

소셜 

네트워크 

분석

<표 6> 데이터 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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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나의 데이터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잠재

적으로 위험한 분야라고 해석 가능하다. 

타겟 측면에서는 특정 웹사이트의 계정과 아

이디 패스워드를 해킹하고자 하려는 활동이 가

장 활발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판매자 관점에서

는 다양한 기프트 카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

었으며 구매자 관점에서는 Amazon과 Netflix 

해킹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 동기부여 된 유저 

측면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하는 판매자, 구매자

를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가 필요한 영역은 양 분석 방법을 동시에 이용

해 도출하였다. 해킹 자체와 계정, 아이디 패스

워드 셋을 관리하는 인력이 매우 급하게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접근 가능한 프록시를 

판매하거나 해킹 도구의 공유 정도가 높았으며 

해킹 방법론이나 특정 웹 사이트의 접근 기술

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 영역에서 도출된 분

야에 대한 전문 장비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구매

자 네트워크에는 매우 많은 해커들이 몰려있으

며 판매자 네트워크에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해커들을 확인 가능했다.

위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일상행위이론

의 사이버범죄 3개 요인에 맞추어 일반 개인과 

보안 업체, 일반 기업 측면에서의 사이버범죄 

대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위 <그림 7>과 같다. 데이터 분석 결과

를 통해 가장 위험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문헌과 연구자들

의 토의를 통해 분석 요소에 부합하는 보안 방

법을 도출했다. 보안 방법의 경우 각 요인 별로 

가장 위험한 교집합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부

터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 개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

다. 대부분의 유저는 보안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개인 암호 보호의 최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재현, 김종

기. 2015). 특히 Account와 Combo 등 계정 및 

암호 해킹에 대한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도출

되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

<그림 7> 분석 결과에 따른 해킹 보안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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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암호 변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암호 패턴의 단순화를 지양하여 해커들의 

암호 해킹 공격의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Amazon과 Netflix 등 구체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영역으로 확인된 곳에서는 일반적인 

암호와는 다른 특별한 암호를 형성하는 것이 

해킹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개인 측면에서는 암호 보안에 가장 초점을 맞

추어 주기적인 암호 변경, 패턴의 단순화 지양, 

타겟 사이트에서의 보안 등 해커들의 암호 공

격에 대한 어려움을 상승시켜야 한다.

둘째, 보안 업체 측면에서는 핵심 해커를 파

악하고 대비할 준비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

다. 핵심 해커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도출된 가장 높은 중심성 수치를 지닌 유저

로 파악이 가능하다. 핵심 유저를 파악하고 해

당 IP를 파악한다면 이로부터 연결되는 공격 가

능한 경로에는 보안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가시

킬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자 시장에서는 많은 

수의 해커가 집중해 있었으므로 양적으로 많은 

관리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자 시장에

서는 주기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해커가 빈번 

했으므로 질적인 인력의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킹 정보의 공유 및 커뮤니티의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거쳐 들어오는 유저는 차단을 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가짜 제품, proxy, maker가 

많은 이슈가 되었으므로 가짜로 만들어진 제품, 

proxy, maker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

중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 기업 측면에서는 가짜 계정과 웹 

제품에 대한 문제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 계정

을 생성할 때 일반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을 추가해 가짜 계정을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기프트 카드 

등 웹에서 생성된 제품에 대한 가짜 여부를 철

저히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한

다. 제품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면 가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서 타겟으로 도출

된 웹 사이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력을 배

치해 해킹 공격을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2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

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데

이터 분석 접근 방식을 이용해 분석 결과를 도

출하였다.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 연

구는 실증적으로 거래되는 정보의 내용과 유저

들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실무적 시사

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학술적으로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전통적 일상행

위이론과 연관시켜 각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

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사이버범죄 전통이

론을 접목시켜 결론의 해석과 타당성을 더했다. 

이는 기존의 단순 데이터 분석적 접근의 한계

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판매자

와 구매자 관점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시장 요

소를 더욱 상세하게 엮어내었다. 단순히 빈도만

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

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이해관계

자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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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분하는 시선을 결

합시켜 일상행위이론,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데이터 분석 접근이라는 세 가지 틀을 통합시

켰다. 기존 연구들이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측정

하거나 사이버범죄 및 해킹 공격의 구조 자체

에만 연구를 했던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방법론 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결합을 통해 시장 공간을 새

롭게 분석해내었다는 시사점이 있다. Leukfeldt 

et al.(2017)은 사이버 공간을 바라볼 때 있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그 장소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에 맞게 본 연구는 두 분석 기법

을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이용하는 유저의 특성과 공유되는 정보

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학술적인 분

석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일반 개인과 

보안 업체, 일반 업체에 맞추어 해킹 공격을 대

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실무적 시사

점이 본 연구에는 존재한다. 각 이해관계자 입

장에 맞추어 해킹 공격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된 공격자, 적합한 타겟, 관리자가 필

요한 영역의 모든 분석 결과가 전체 이해관계

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현

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었다. 특히 정보 공급자

와 정보 수요자로 이루어진 시장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높은 분야를 분석해 현재 

가장 위험한 공격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공격을 

분류하였다. 이는 실무자 입장에서 수 많은 해

킹 공격 대비 방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시사점이 존재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

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분석해 보안 방법을 제

시하였다. 실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를 일상행위이론의 요인에 맞

추어 구분 지은 후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서 데이터 분석을 결합시켜 결론을 도출하는 

실증적인 분석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분석 과정

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은 최근 활성화 

경향에 맞게 시장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마다 구성

과 내용이 미세하게 다른 경향이 있으나 본 연

구는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보다는 특

정 해킹 불법 시장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는 각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별로 구성이 

다르므로 데이터를 수집해 일관적인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다. Market, Cracking 등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

던 데이터 구분 방법을 다른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 일

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

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 수집 과정에 포함이 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도 있다. 온라인 해킹 불

법 시장이 어떤 국가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은 

실제 해킹 도구에 대한 거래는 어떠한 방식으

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되었다. 온라

인 해킹 불법 시장 자체에 대한 메타 데이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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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도구 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

함할 수 있다면 실무적으로 더욱 깊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분

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

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해킹 불

법 시장에 대해서 더 깊은 정보에 도달할 수 있

다면 보다 다양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온라인 해킹 불법 시장의 개념만을 분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정보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보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는 시사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한다면 추후 더욱 가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온라인 해킹 불법 시

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거나 특정 국가에 맞는 

문맥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결론을 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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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Online Black Market:
Using Data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Kim, Minsu․Kim, Hee-Woong

Purpose

This study collects data of the recently activated online black market and analyzes it to present 

a specific method for preparing for a hacking attack. This study aims to make safe from the cyber 

attacks, including hack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by closely analyzing 

hacking methods and tools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easily shared.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prepare for the hacking attack through the online black market, this study uses the routine 

activity theory to identify the opportunity factors of the hacking attack. Based on this,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techniques are applied to reveal the most dangerous areas of security. It finds 

out suitable targets in routine activity theory through text mining techniques and motivated offender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Lastly, the absence of guardians and the parts required by guardians 

are extracted using both analysis techniques simultaneously.

Findings

As a result of text mining, there was a large supply of hacking gift cards, and the demand to 

attack sites such as Amazon and Netflix was very high. In addition, interest in accounts and combos 

was in high demand and supply. As a result of social network analysis, users who actively share 

hacking information and tools can be identified. When these two analyzes were synthesized, it was 

found that specialized managers are required in the areas of proxy, maker and many managers 

are required for the buyer network, and skilled managers are required for the seller network.

Keyword: Hacking, Text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Online Black Market, Routine 

Activ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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