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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도메인을 활용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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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관련된 선행연구와 도메인 프로파일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피싱 도메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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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악성
도메인을 활용한 사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메인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는 피싱, 악성코드 유포지, C&C
등이 있다. 특히 피싱 사고는 최근 몇 년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피싱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악성도메인 대응 체계에 대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대응 솔루
션들은 공통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피싱 사고는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각
침해사고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
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체계와 같이 각 사고에 대해 일
일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또한 특정
사이버공격 유형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대응체계는
공격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효과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악성도메인을 활용한 침해사고의 현황 및 특징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대응 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피싱 도메인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Ⅱ. 악성도메인 침해사고 현황 및 특징
1. 악성도메인을 활용한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및 특징
도메인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영문,
한글 등)로 만든 인터넷주소를 뜻한다. 따라서 도메인이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 금융 정보
탈취 등 범죄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 악성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악성도메인
을 활용한 침해사고(이하 ‘악성도메인 침해사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KISA에서 차단한 악성도메인 침해사고를 차단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악성도메인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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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이버 침해사고에는 피싱, 악성코드 유포지, 정보유출지 등이 있다. 특히 2013년
과 2014년 모두 50%이상이 피싱과 파밍으로 인해 차단되었다.
피싱이란 국내외 유명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신종 사기의 일종이다. 피싱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
하여 공격한다. 이와 같은 사회공학적 기법의 공격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해야하기 때문에
사칭하는 기관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 전자지불업
체), 공공기관, 포털사, 전자상거래업체(쇼핑몰, 온라인경매), 온라인 게임, 취업알선 등의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파밍의 경우 피싱에서 더 나아간 형태로 해커가 도메인 자체를 중간
에서 탈취하여, 정상 사이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며 보통 이용자 PC의 Host
파일을 변조하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악성도메인 차단사유는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되는
경우이다. 악성코드는 공격자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공격자는 자신의 의도에
맞는 악성코드를 해당 웹사이트에 심어둔다. 이 후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PC는
직접적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정보유출’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도메인이 정보유출
지로 악용된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모바일 정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탈취한 정
보들을 수집하는 용도로 이용된다.

2. 악성도메인 대응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악성도메인을 활용한 침해사고 대응체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위에서 알아본 악성도메인 침해사고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악성도메인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및 관련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
되어왔다. 악성도메인이 C&C 서버, 악성코드 유포지, 정보유출지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제시된 대응체계들은 공통적으로 악성도메인의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피싱의
경우 악성도메인 탐지 기법이 아닌 기존 피싱 공격의 사고 이력이나 특징을 활용한 대응체계
를 제시하고 있다. C&C 서버, 악성코드 유포지와 연관된 악성도메인을 탐지하기 위한 연구
및 대응체계로는 “DNS 트래픽 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해킹메일을 탐지하여 정보유출
지로 탈취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제 방안 등 악성도메인의 특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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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다양한 연구 및 솔루션이 제시되었다.
피싱 공격의 대응체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 휴리스틱, 블랙리
스트와 휴리스틱 등이 있다. 블랙리스트 기법은 과거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서버의 정보에 대
해 기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피싱 도메인들을 탐지한다. 블랙리스트는 피싱 사고에
대한 기록을 단순 저장하고 매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정보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피싱 공격이나 숨겨진 공격 또는 DNS 파
밍을 이용한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정보 기반으로 피싱 사이트를 탐지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블랙리스트 기
법을 단독으로 이용한 솔루션으로는 브라우저 내장 피싱 필터가 있다.
반면 휴리스틱 기법의 경우 과거 침해사고의 단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 사고의 특징
이나 공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싱 사이트를 탐지한다. 따라서 성능이 업데
이트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격자가 공격 패턴을 변경하게 되
면 해당 패턴을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상 웹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오인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휴리스틱 기법만을 사용한 솔루
션으로는 SpoofGuard와 Pilfer가 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기법과 휴리스틱 기법이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법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상호 보완된 방안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 기법을 복합
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 대응체계의 특성에 따라 한계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기법과 휴리스틱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피싱 솔루션으
로는 SpoofStick, TrustBar, eBay’s Account Guard 등이 있다.

Ⅲ. 악성도메인 프로파일링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악성도메인을 이용한 탐지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피싱 공격 대응
체계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먼저, 제안된 솔루션들은 공통적으로 스푸핑, DNS 변조 등 특정 피싱 공격 유형 및 특징
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신/변종 사이버 공격들이 등장하면서 공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파밍도 피싱으로부터 나아간 사이버 공격의 일종으로 최근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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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보다도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하며 활발히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
정 공격 유형에 맞춘 해결방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피싱의 경우 대량의 도메인을 이
용하여 단기간 내에 공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특정 공
격 유형에 국한되지 않아야하며 대량의 도메인에 대해 신속한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악성도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해 효율
적인 탐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악성도메인 프로파일링 배경
최근(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 피싱 사고들을 분석하기 위해 도메인이 갖는
3가지 특징(도메인등록자 이름 및 메일, IP대역, 도메인명)을 기반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도메인명

IP

피싱 도메인

도메인등록자 이름 및 메일

[그림 1] 피싱 도메인의 특징 구성도

특정 도메인등록자 그룹에 의해 많은 피싱 도메인들이 등록되고 있다. [그림 2]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탐지하여 차단한 피싱 도메인에 대해 도메인등록자의 비율을 나
타낸다.
이 기간 동안 탐지되어 차단된 피싱 도메인 중 17%(292건)가 Long Piao그룹(Long Piao,
Piao Long, Long Jin, Jin Long, 이하 Long Piao 그룹이라 지칭)에 의해 등록되었다. 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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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

7%
5%

Long Piao 그룹

Shan wang 그룹

WHOIS AGENT 그룹

Jin wanxun 그룹

[그림 2] 차단된 피싱 도메인의 등록자 비율

어 각각 shan wang그룹(shan wang, Wang Shan, 이하 shan wang 그룹이라 지칭)이
14%(233건), WHOIS AGENT가 7%(115건), jin wanxun그룹(jin wanxun, Jin Wanxun,
jinwanxun, JinWanXun, Jin wanxun, wanxun jin, Wanxun Jin, 이하 jin wanxun그
룹이라 지칭)이 5%(93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그룹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피싱 도메인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보
다 근원적 차단이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은 지금까지 Long Piao그룹이 등
록한 도메인 수를 나타내고 있다. 차단된 피싱 도메인 수는 총 292건이며, 미차단 도메인 수
는 총 490건이다. 따라서 특정 도메인등록자 그룹이 등록하는 도메인들에 대한 탐지가 가능
해야한다.
특정 도메인등록자 그룹의 정보로 등록된 도메인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전에 탐지되지
않은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피싱 사이
트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사전에 탐지하고 추후 차단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면 피싱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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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ong Piao그룹에 의해 등록된 차단 도메인과 미차단 도메인
도메인등록자

Long Piao

Piao Long

차단

220

41

도메인등록자메일

0

Long Piao220lh_419902218@163.com

72

Long Piao220registrar@mail.zgsj.com

0

Long Piao220419902218@163.com

0

Long Piao220lh_419902217@163.com

0

Long Piao220419902216@163.com

27

Long Piao220419902217@163.com

15

lh_419902218@163.com

9

Piao Long41registrar@mail.zgsj.com

0

Piao Long41xindata@163ns.com

0

lh_419902218@163.com
Long Jin

Jin Long

25

6

미차단

xindata@163ns.com

328

Long Jin25xindata@163ns.com

0

Long Jin25419902218@163.com

0

Long Jin25registrar@mail.zgsj.com

0

lh_419902218@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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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성도메인등록자 메일 특징 (이하 ‘[특징 1]’)
도메인을 등록할 때 몇 가지 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메인 등록정보 항목
에는 도메인명, 도메인등록자명, 도메인등록자 메일, 등록번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등록정
보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피싱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등록자마다 자주 악용하는 메일들이 있
다. 1명의 도메인등록자가 사용하는 메일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메일을 똑같은 횟수
로 고르게 사용하기보단 몇 개의 특정 메일에 편중되어 사용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메일
간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간 순서에 따라 메일을 바꿔가며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이 나타난 피싱 도메인등록자는 Long Piao이다.
Long Piao는 총 7개의 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최근 중점적으로 악용하는 메일은 3가
지로, lh_419902218@163.com, 419902216@163.com, 419902217@163.com가 이에 해당
한다. 메일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lh_’와 ‘41990221*’ 문자열을 조합하여 유사한 형태로 사용
하고 있다. 또한 도메인등록자 Long Piao가 악용한 메일을 시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lh_419902218@163.com, 419902217@163.com, 419902216@163.com의 순서대로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ong Piao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도메인등록자로 Ge Xia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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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Xiao는 88888@qq.com, 8888@qq.com, 888888@qq.com, 8884@qq.com을 중점적
으로 이용한다.

(단위: 건)

35 30 25 20 15 10 5-

419902216@163.com

419902217@163.com

20
14
-0
728

20
14
-0
716

20
14
-0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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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612

20
14
-0
605

20
14
-0
529

20
14
-0
523

20
14
-0
503

20
14
-0
425

20
14
-0
420

이
전

0

419902218@163.com

[그림 3] 도메인등록자 Long Piao가 사용한 메일 및 기간

3. 특정 네트워크 대역 악용 (이하 ‘[특징 2]’)
도메인등록자 정보를 기반으로 IP１ 대역을 분석한 결과 피싱 도메인들이 특정 IP 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 [그림 5]에서 도메인등록자명이
Long Piao와 Ge Xiao로 등록된 피싱 도메인들이 각각 126.5.x.x, 61.213.x.x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도메인등록자에 따라 피싱 도메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IP 대
역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도메인등록자 Long Piao는 최근 lh_419902218@163.com, 419902216@163.com,
419902217@163.com을 주로 악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피싱 사고(IP대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

１	IP : 인터넷 상에서 통신하기 위하여 각각의 컴퓨터와 통신장비에 부여하는 고유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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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총 66건 있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66건 모두 126.x.x.x 대역에 형성되어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26.5.*.*(55건)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IP기반으로 피싱 도메
인을 탐지할 경우 위의 방법으로 도출된 특정 IP 대역에 대한 집중적인 탐지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위: 건)

35 -

55건

총 66건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

7건
1건

35 126.109.X.X

2건

1건

126.126.X.X

126.29.X.X

126.5.X.X

419902217@163.com

419902216@163.com

126.85.X.X

419902218@163.com

[그림 4] 도메인등록자 Long Piao가 최근 등록한 도메인의 IP 분포도

(단위: 건)

20

총 43건

23건

18
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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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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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건
108.61.x.x

1건
133.209.x.x
8884@qq.com

2건
186.16.x.x
8888@qq.com

1건
198.1.x.x

1건
202.181.x.x

88888@qq.com

211.127.x.x
8888888@qq.com

[그림 5] 도메인등록자 Ge Xiao가 최근 등록한 도메인의 IP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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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메인등록자와 피싱도메인명의 특징 (이하 ‘[특징 3]’)
피싱 도메인명을 분석한 결과 각 도메인명의 형태에 특징이 존재했다. 대부분의 피싱 도메
인 형태는 사칭하고자하는 기관의 도메인 문자열을 일부 사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
어 있다. spo라는 문자열을 포함한 피싱 도메인명의 사칭기관이 대검찰청(www.spo.go.kr)
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도메인등록자가 사용하는 피싱 도메인의 형태가 대부분
유사했으며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2] 도메인등록자 Long Piao의 정보로 등록된 일부 도메인의 형태 (spo-***.com)
도메인등록자명

도메인등록자 메일

도메인

IP 대역

Long Piao

419902217@163.com

spo-vsf.com

126.109.x.x

Long Piao

lh_419902218@163.com

spo-axx.com

126.5.x.x

Long Piao

lh_419902218@163.com

spo-adr.com

126.109.x.x

Long Piao

lh_419902218@163.com

spo-xws.com

126.29.x.x

Long Piao

419902216@163.com

spo-din.com

126.109.x.x

Long Piao

419902216@163.com

spo-zxf.com

126.5.x.x

도메인등록자 Long Piao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220건의 피싱 사고가 탐지
되었는데 3건을 제외한 도메인들이 모두 ‘spo-***.com’ 형태로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으
며 사칭기관은 대검찰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 사칭 대상이 되는가를 지
속적으로 주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유사 기관의 도메인명을 키워드로 피싱 탐지 패턴에 추가
한다면 지속적인 탐지가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

5. 종합적 특징
피싱 사고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특징 1], [특징 2], [특징
3]은 각각 독립적인 특징일 뿐 아니라 피싱 도메인등록자, 메일, IP 대역, 도메인명 간의 연
관성을 나타낸다. 연관성 기준으로 최대 3차례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1차 그룹화에서는 피싱 도메인등록자명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였다. 여러 피싱 도메인등록
자들의 이름이 일정한 단어를 이용하여 조합된 형태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도메인등록자
Long Piao가 있다. Long Piao라는 이름은 Long, Piao, 공백문자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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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Piao와 유사한 이름을 갖는 3명의 도메인 등록자가 탐지되었다. 이들의 이름은 각각
Piao Long, Long Jin, Jin Long이다. 따라서 4명의 도메인등록자들의 이름은 Long, Piao,
Jin과 공백문자를 조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6]과 같이 1차 그룹화를 나타낼 수 있
고 앞서 Long Piao 그룹이라 지칭했다.

[그림 6] 1차 그룹화

1차 그룹화를 바탕으로 2차 그룹화에서는 도메인등록자 메일과 도메인명의 특징을 이용하
였다. [특징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피싱 도메인등록자마다 주로 악용하는 메일들이 있
으며 그 메일들의 형태가 유사하다. 이 점을 바탕으로 1차 그룹화 된 도메인등록자들이 공통
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메일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각 메일들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도메인등록자와 메일의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명의 형태도 비슷했다. 이들
이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하며 사칭기관의 도메인명과도 비슷하다는 점을 보아 사칭하고자
하는 기관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그림 7]과 같
이 2차 그룹화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은 Long Piao의 1차 그룹화([그림 6] 참조)를 2차 그룹화한 결과이다. 1차 그룹화
의 도메인등록자들은

lh_419902217@163.com, lh_419902218@163.com,

419902216@163.com, 419902217@163.com, 419902218@163.com의 메일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메일들의 형태도 유사하다. 또한 [그림 7]과 [표 3]에서 도메
인명의 형태가 SPO-***.COM인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아 동일한 사칭기관
을 노리고 있으며 기관은 대검찰청이라 예측할 수 있다. (대검찰청 :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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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차 그룹화

[표 3] spo-***.com 형태의 도메인 부분 예시
도메인등록자명

도메인등록자 메일

도메인

IP 대역

Long Piao

lh_419902217@163.com

spo-cuw.com

126.5.x.x

Jin Long

lh_419902218@163.com

spo-ytr.com

126.5.x.x

Long Jin

419902218@163.com

spo-mko.com

126.5.x.x

Piao Long

lh_419902218@163.com

spo-qau.com

126.5.x.x

2차 그룹화를 바탕으로 IP 대역을 분석한 결과 그룹화 된 데이터들이 특정 IP 대역에 집중
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그림 8]과 같이 3차 그룹화를 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3차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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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3차 그룹화에 나타난 IP 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별적 특징을 이용하여 그룹화한 패턴을 추가한다면 도메
인 등록정보들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9]는 위의 그룹화에서 도출된 특정 IP 대역 126.5.x.x으로 도메인등록정보를 조회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도메인등록자와 메일 정보가 누락된 도메인들 중 피
싱으로 의심되는 도메인들을 탐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Long Piao 외의 다른 피싱 도메인의 사례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126.5.x.x IP 대역에 분포한 도메인을 조회한 결과

[그림 10] 도메인등록자 jin wanxun 그룹화

38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5

FOCUS
[그림 11] 도메인등록자 Ge Xiao 그룹화

Ⅳ.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피싱 도메인을 종합 분석한 결과 특정한 도메인등록자, 도메인등록자 메일 및 도메인명,
IP대역들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피싱 도메인 탐지 및 차단 방법과 앞
으로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전탐지

피싱 도메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도메인등록자, 도메인등록자 메일과 IP대역간의 연관성
에 따라 그룹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등록자, 도메인등록자 메
일, IP대역, 유사도메인과 함께 이들이 그룹화 된 특징을 피싱 탐지 방법에 더한다면 지속적
인 피싱 도메인 추적을 통해 사전탐지가 가능할 것이다.

모니터링 및 차단

도메인등록자명, 도메인등록자 메일 및 도메인명, IP로 이루어진 3차 그룹화를 살펴보면
112.121.x.x, 126.5.x.x와 같이 자주 나타나는 IP대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이
용하여 특정 IP 대역에 대한 관찰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도메인등
록자의 이름이나 도메인등록자 메일을 변경하거나 삭제했을 때, 해당 그룹의 악용 IP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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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하여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존의 정보에 추가한다면,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지
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선차단 및 선별적 등록

위와 같은 특정 도메인등록자 정보에 대해 외부기관과 국제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이루
어진다면 피싱 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별 CERT２와 정보공유하여 범죄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도메인들에 대해 선차단 조치를 취하거나 더 나아가 각국의
NIC３과 협력하여 도메인들을 선별적으로 등록한다면 피싱 사고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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