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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메일 공격조직에 한 로 일링 사례 연구

A Profiling Case Study to Phishing Mail Attac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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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방, 안보, 외교 분야 련자를 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이 증하고 있다. 특히 해킹 공격조직 Kimsuky는 2013년 이후 피싱 

공격을 통해 공공기 의 주요 정보 수집을 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싱 메일 공격조직에 한 로 일링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피싱 메일 공격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킹 공격조직의 공격방식에 한 분석을 하 다. 상세한 로 일링 분석을 

통해 공격조직의 목 을 추정하고 응방안을 제시하 다.

☞ 주제어 : 피싱 메일, 해킹, 사이버 공격 그룹, 로 일링, 

ABSTRACT

Recently, phishing attacks targeting those involved in defense, security and unification have been on the rise. In particular, hacking 

attack organization Kimsuky has been engaged in activities to collect important information from public organizations through phishing 

attacks since 2013. In this paper, profiling analysis of phishing mail attack organization was performed. Through this process, we 

estimated the purpose of the attack group and suggested countermeasures.

☞ keyword : Phishing mail, Hacking, Cyber Attack Group, Profiling  

1. 서   론

2013년 발표된 해외 백신 기업 Kaspersky의 보고서에서 

특정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메일계정이 Kimsukyang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 후 Kimsuky로 공격조직을 명명했다. 

Kimsuky 공격조직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여 국방, 안보, 외교 분야 계자로 부터 요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기법은 정상메일로 장한 

피싱 메일에 악성코드를 은닉하여 보안이 취약한 한 일을 

유포하거나 사회공학  공격기법으로 심을 유도하여 

계정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1].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에 한 사이버공격 이후 련 

자료를 공개하며 박으로 이어진 내부정보 유출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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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합동수사단은 사용된 악성코드의 구성이나 동작

방식이 기존 Kimsuky 공격조직이 사용하는 쉘코드와 유사

하고, 사용된 IP가 이  공격에 사용된 국 IP 역과 부

분 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격조직을 Kimsuky

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림 1과 같이 Kimsuky 공격조직은 지속 으로 국방, 

안보, 외교 분야 계자를 상으로 지속 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1) Kimsuky 공격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 사례

(Figure 1) Cases of cyber attacks by Kimsuky attack group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이후 Kimsuky 공격조직이 발송한 

피싱 메일,  메일 발송지, 악성코드 유포지의 연 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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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격조직의 주요 특징과 응 방법에 해 제안한다.  

2. 피싱 메일 공격 유형

피싱(Phis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의미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이용하는 공격기법을 말한다[2]. 

공격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기 , 요, 개인 등)를 

탈취하기 해 이메일 는 메신 에 악성코드를 은닉

하고 정상 인 내용으로 장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다. 

Kimsuky 공격조직은 피싱 메일을 주요 공격경로로 활용

하여 계정정보 탈취,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Kimsuky 조직이 활용한 피싱 

메일에 한 연 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1 장 이메일

2.1.1 포털사이트 안내메일 피싱 공격

최근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계정 도용, 매 등이 발생하고 

있다[3]. 그림 2와 같이 포털사이트에서는 계정에 한 속

기록, 비 번호 변경 기록 등을 사용자에게 안내 메일을 

제공하고 있다. 공격자는 이러한 안내메일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발송된 메일로 장하여 계정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고객센터라는 신뢰할 수 있는 발송자를 사칭한 

것으로 형 인 사회공학 인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포털사이트 안내메일로 장한 피싱 공격

(Figure 2) Phishing attack as counterfeit portal 

reminder mail

2.1.2 보안메일 피싱 공격

최근 피싱 메일을 통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메일 본문의 보안강화를 해 보안메일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4]. 보안메일은 정부, 융기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격자는 그림 3과 같이, 보안메일로 

장한 피싱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보안메일은 특정 비

번호 입력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일 본문을 열람할 수 

있는데, 피싱 메일의 경우 메일보기 버튼을 르면 비

번호 입력 없이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여 계정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계정정보를 획득한 후 첨부 일을 제공한다. 

(그림 3) 보안메일로 장한 피싱 공격

(Figure 3) Phishing attack as counterfeit secure mail

2.2 메일 본문 취약

공격자는 메일 본문에 취약 을 삽입시켜 열람만 해도 

피싱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은 메일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일을 열람하는 등의 행 가 필요

한데, 메일 본문 취약 을 이용하는 경우 메일 열람 시 

숨겨진 악성 스크립트가 바로 실행되어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킨다[5]. 

(그림 4) 웹취약  스크립트가 은닉된 피싱 메일

(Figure 4) Phishing mails using hidden web 

vulnerability 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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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같이, 메일 열람 시 바로 피싱사이트로 자동 

연결되고 공격자는 사용자가 계정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한다. 메일 본문 웹취약 으로 공격하는 경우 HTML을 

지원하는 웹 메일 는 메일 로그램을 이용한다.

2.3 첨부 일 장

2.3.1 첨부 일 장을 통한 피싱사이트 연결

공격자는 첨부 일이 있는 것처럼 장하여 피싱 메일을 

발송하기도 한다[6]. 그림 5와 같이, 첨부 일 링크를 클릭

하는 경우 공격자가 개설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어, 사용자

에게 계정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일반

으로 첨부 일은 메일 본문에서 바로 다운되지만 용량 

첨부 일의 경우, 별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심을 일 수 있다는 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림 5) 첨부 일을 장한 피싱 메일 

(Figure 5) Phishing mails using counterfeit attached files

2.3.2 악성코드 은닉 이메일

공격자는 제목과 본문, 첨부 일명으로 심을 유도

하거나 수신자와 련된 내용으로 장하여 악성코드가 

숨겨진 압축 일, 한 문서, MS워드 등을 발송한다. 메일 

본문에 ‘첨부 일을 확인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메일을 

받은 수신자가 첨부 일을 읽도록 유도한다[7]. 

그림 6과 같이, 최근 악성코드가 은닉된 한 일의 

부분이 2017년에 패치가 된 고스트 스크립트 취약

(CVE-2017-8291)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실행시킨다. 

2017년 2월 이  버 의 한  로그램 사용자는 첨부된 

악성 한 일 열람 시 취약 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

되며 원격제어, 키로깅, 정보유출 등의 악성 행 에 노출

된다[8]. 

(그림 6) 악성코드가 은닉된 한 일

(Figure 6) PHWP files containing malicious codes

3. 피싱 메일 공격조직(Kimsuky) 로

일링 사례 분석 

3.1 피싱 메일 공격의 공통

Kimsuky 공격 조직이 악용한 서버를 분석하여 연 성을 

분석하 다. 공격자는 동일한 IP로 다수의 웹사이트의 

FTP 계정에 속하여 메일 발송지로 장하여 피싱 메일을 

송하 다. 한 특정 계정을 이용해서 메일 발신을 

테스트를 하고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 다. 피싱 

메일 공격으로 인한 연 성은 다음과 같다.

3.1.1 피싱 사이트 소스코드

그림 7과 같이, 공격자는 제작한 피싱 사이트에 사용자가 

입력한 계정정보를 일형태로 장하는데 계정정보 장 

소스코드가 Kimsuky 공격조직이 2014년 한수원, 2019년 

포털 사칭 메일에 사용한 소스코드와 유사 이 확인되었다.

분석사례 피싱 페이지 소스코드 비교

2016년 
피싱메일
(한수원)

2019년 
피싱메일

(포털)

(그림 7) 피싱 페이지 소스코드의 유사  비교분석

(Figure 7)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ities in 

phishing page's source codes

  



피싱 메일 공격조직에 한 로 일링 사례 연구

94 2020. 4

3.1.2 FTP 속  메일 발신지 주소 

그림 8에서 보듯이, 공격자는 특정 IP를 통해 해킹한 

다수의 웹사이트 FTP 계정에 속하여 피싱 메일을 발신

하 다. 이는 공격자가 특정 서버를 경유하여 FTP 속 

 발송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주소지 공격자 경유지 분석

FTP
해킹접속

IP

피싱메일
발송지

IP

(그림 8) FTP 속  메일 발송지 주소의 유사  분석

(Figure 8)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ities in 

FTP's addresses and Mail's addresses

3.1.3 공격자 메일 계정 

공격자는 피싱 메일을 보낼 때 prosper777@○○○.net

메일 계정을 사용하 다. 그림 9와 같이, 이 계정은 피싱 

사이트로 악용된 공격자 메일 계정과 동일하 다.

 

분석사례 피싱 페이지 소스코드 비교

피싱메일
발송계정

피싱사이트
접속계정   

(그림 9) 피싱사이트 서버  피싱메일 발송 계정 분석

(Figure 9) Analyze to connection accounts of 

phishing servers and phishing mails

   한 피싱 사이트로 악용된 피해 서버는 다른 공격자 

계정인 papanda@○○○.net이 확인되었다. papanda 계정은 

공격자로부터 발송된 피싱 메일 발송 서버 maillog에서 

수신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공격자는 실제 피싱 

메일 공격을 수행하기 에 메일이 원활하게 발송되는지 

테스트하기 해 공격자 계정으로 발신 테스트를 한 것

으로 추정된다. 

   공격자는 다수의 메일 발송 서버에서 mail함수를 이용

하여 피싱 메일을 발송하는데 공격자 계정으로 테스트를 

시도하는 발송 페이지에 PHPMailer 오 소스 메일 라이

러리를 이용 다. 해당 라이 러리를 사용하면 해당 서버의 

SMTP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의 SMTP 서버를 이용

하기 때문에 maillog에 남기지 않기 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1.4 피싱 메일 서버 재사용 

공격자가 피싱 메일 서버로 해킹하여 악용한 서버는 

기존에 악성코드 유포를 해 해킹한 서버가 재사용 하 다. 

공격자는 이 에 악성코드 유포지로 악용되었던 웹사이트 

이력을 활용하 다. 이는 해당 피해 서버는 보안이 취약

하여 지속 으로 공격자에게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1.5 경유지 주소 역 

Kimsuky 공격 조직은 사이버공격을 시도할 때 지속

으로 175.167.x.x IP 역을 사용해왔다. 이 IP 역은 국 

선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역이며, 한수원, 청와  사칭 

해킹 메일 공격에서도 해당 IP 역이 사용되었다. 악용된 

서버의 FTP 로그, 웹 로그를 분석한 해당 IP 역의 공격자 

IP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피해 서버에서 확인한 공격 IP 역

(Figure 10) Attack IP bands on the damaged servers

3.1.6 경유지 호스  서비스 

공격자가 사용하는 피싱 사이트에 특정 호스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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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되었다. 해외 호스  서비스인 hostinger가 사용

되었는데 한국에서 해킹사고 조사를 한 요청  분석이 

어렵다. 한 익명성이 보장되며, 차단되어도 다른 도메인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경로로 이용한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공격자는 hostinger의 

무료 도메인 7개를 개설하여 공격에 사용했는데 해당 도메인 

목록과 정상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를 조합하여 도메인을 

생성하고 피싱 공격에 사용하 다.

(그림 11) 해외 호스 (hostinger)를 통해 개설한 도메인 목록

(Figure 11) Lists of domain opened through overseas 

hosting company(hostinger)

3.2 피싱 메일 공격 특징 분석

3.2.1 피싱 메일 피해 서버 연 성 분석 

Kimsuky 공격조직이 악용한 서버 분석을 통해 공통 을 

확인하 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공격자는 동일한 IP로 

다수의 웹사이트의 FTP계정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메일 

발송기로 피싱 메일을 송하 다. 한 특정 계정을 이용

해서 메일 발신 테스트를 하고, 비슷한 형태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 다. 

(그림 12) 피해 서버의 연 성 분석

(Figure 12)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ities in  

the damaged servers

3.2.2 공격 조직의 주요 특징 

국내·외 문보안기업은 와 같은 피싱 사이트, 악성

코드 등을 분석하여 국방, 안보, 외교 등의 민감하고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공격조직으로 Kimsuky

로 단하고 있으며 피싱 메일 공격 분석을 통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의 악용된 서버에 해 FTP계정으로 실패 

없이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 유출된 FTP계정을 

통해 서버 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메일 발송기,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 등을 FTP를 

통해 업로드 하며, 입수한 계정정보는 동일한 FTP를 통해 

다운로드 하 다.

셋째, 피싱 메일 발송지  피싱 사이트로 악용된 서버  

일부에 추가로 악성코드를 업로드하여 유포한다.

넷째, 악성코드의 부분이 원격제어 보다는 정보수집, 

키로깅에 집 되어 공격자는 인 목  보다 특정한 

요 정보 수집이 목 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지속 으로 새로운 피싱 페이지를 생성하고 

제로데이 등을 이용한 피싱 페이지 연결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 피싱 메일 공격의 목   응 방안 

4.1 피싱 메일 공격의 목

최근의 피싱 사이트는 고객센터, 용량 첨부 일 장, 

취약 을 이용한 피싱 페이지 유도와 같은 다각화하여 

이용자의 계정이 지속 으로 유출하고 있다. 

공격자가 피싱 메일을 발송한 목 은 악성코드 유포  

계정정보 탈취 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와 계정정보 탈취를 목 으로 

하고 있다. 

피싱 메일의 발송지 조는 포털 사이트 고객센터 장과 

공격 상에 련 있는 공공기 , 기업으로 장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포털 사이트 장은 메일 주소 수집이 쉽고 즉시 

발송할 수 있으나 메일 이용자가 의심할 수 있어 성공률이 

낮다. 공공기 , 기업으로 발신지를 장할 경우 공격 상과 

련된 내용으로 메일을 조하기 해 추가 인 정보

수집을 해야 하지만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4.2 피싱 메일 공격 응 방안

4.2.1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우선 으로 피싱 메일 공격자로

부터 해킹되지 않도록 보안강화가 필요하다. 분석을 통해 

피싱 공격조직이 주로 FTP 계정 정보를 수집하여 해킹하기 

때문에 FTP 계정에 한 강화된 인증이 요구된다. 추가

으로 원격으로 FTP에 속하지 않도록 망분리를 하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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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FTP 이력에 한 리가 필요하다. 한 메일 서버에 

외부로부터 속을 차단하기 해 방화벽을 구축하여 인증

되지 않은 외부로 부터의 속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공격

조직이 외부 호스 업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어 방화벽

에서 국, 해외 호스  도메인에 한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

공격자는 FTP 계정 이외에도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악용하 다. 따라서 웹 서비스 제공자는 웹 메일 

속을 통한 공격자의 해킹을 차단하기 해 웹방화벽을 

구축하여 악성스크립트 삽입 등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차단이 

필요하다. 해킹조직이 유사한 악성스크립트를 재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웹방화벽에 해당 탐지패턴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싱 메일 공격자는 메일 본문에 웹취약 을 이용한 

스크립트를 사용하 다. 따라서 메일 서비스 운 자는 메일 

서비스가 해킹되어 공격자에 의한 피싱 메일 발송을 비

하여 메일 열람 페이지에 XSS(Cross Site Scripting 

Vulnerability) 취약  발생을 방지하기 한 시큐어 코딩

으로 검증한 이후에 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2.2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

이메일 이용자에게는 피싱 메일을 방지하기 해 사회

공학  방법에 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으로 계정 

리를 철 히 해야하며 이메일 비 번호는  ‘ 문 ·

소문자 + 숫자 + 특수문자’를 포함하는 9자리 이상으로 

3개월에 1회 변경을 하며 필요시 SMS, OTP 등을 이용한 

2단계 인증 로그인 설정을 한다. 계정 유출 방을 해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을 설정하고 로그인 이력을 수시로 

검한다. 

메일에 일이 첨부되어 있거나  외부 링크가 있는 경우 

이메일 열람 에 메일 발송 주소가 정상 인 주소인지 

확인하고 기존에 메일 발신자와 이력이 있었는지 재확인

한다.

이메일에 첨부한 일은 다운로드 되기 에 이용자의 

계정 입력 등을 요구할 경우 차단하며 악성코드로 악용

되는 한 , 오피스, PDF문서는 최신 버 으로 패치하여 

리한다.    

메일 본문에 외부 사이트로 링크가 있는 메일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새로운 창으로 정상 사이트 여부를 확인

하고 속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하는 국방, 안보, 통일 분야 

련자를 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조직을 분석하 다. 해킹 

공격조직 Kimsuky는 2013년 이후 피싱 공격을 통해 공공

기 의 주요 정보 수집을 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포털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조하거나 

국방, 정부 조직을 사칭하는 이메일로 조하는 형 인 

사회 공학 인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싱 메일 공격조직에 한 로 일링  

사례 분석을 통해서 피싱 메일 공격의 유형을 분석하고 

공격조직의 목 에 해 분석하 다. 피싱 공격조직은 

 목 이 아닌 피싱 사이트,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여 

국방, 안보, 외교 등의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공

격으로 추정한다.

추가 으로 사회  공격방식은 피싱 메일을 응하기 

한 메일 서비스 제공자, 메일 이용자에 한 응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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