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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미싱은 SMS문자를통해피해자를현혹시켜개인정보나금전등을갈취하는범죄이다.발전하는스미싱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스미싱 범죄 사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스미싱 대응을 위해 전처리를 하지 않은 SMS 문자 텍스트에서 지식베이

스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저장하는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모듈을 제안하며, 추출 시스템 지식베이스를 바탕으로 입력된

SMS가 스미싱인지 판별하는 스미싱 SMS 탐지 모듈을 통합한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스미싱 SMS 탐지 시스템을

제시한다.제시된스미싱 SMS탐지모델은 UCI SMS Spam Collection Dataset을기준으로 90.9 (F1 score)의성능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지식베이스 추출, Graph Attention Network, Graph classification, OpenIE

1. 서론

스미싱(Smishing)은 단문자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1], SMS의 형태로 사람

들을 현혹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이다. 2020년 집계된 스미싱

피해 사례는 약 95만건으로, 2019에 약 36만건이었던 것에 비

해 급속하게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다 [2]. 스미싱 범죄를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NLP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고, UCI SMS

spam collection 데이터셋 [3] 기준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

낸다 [4, 5]. 위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의 문제점은 새롭게 등장

한 스미싱 기법, 즉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이 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입력하는것이가능한지식베이스를기반으로스미싱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베이스는 두 객체와 그 객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3-

tuple의 집합을 의미한다. 지식베이스 그래프는 그림 1과 같이

객체는 node에, 객체 간의 관계는 edge에 대응하는 그래프 형

태의 자료구조를 의미한다 [6]. 지식베이스를 통해 Plain Text

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지식베이스 그래

프로 변환하여 객체 간의 관계성을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에서 지식베이스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입력된 문서가 스미싱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스미싱 탐지 시스템을 제시한다.

그림 1. 지식베이스 그래프의 예시

2. 관련 연구

2.1 스미싱 분류 기술

SMS가 널리 쓰임에 따라, SMS 스팸, 스미싱과 같이 SMS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SMS 문자가 스미싱인

지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해 Support Vector Machines(SVMs)

를 활용하여 SMS 문자를 벡터로 변환하여 이를 분류하는 시

스템을 구현한 시도 [4, 5], 특수 문자 빈도, 특정 단어의 빈도

등 SMS 문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수치화 하여 특정 SMS

문자가스팸인지여부를분류하는시도 [7]와같은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위 모델의 성능은 UCI SMS spam collection

데이터셋 [3] 기준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 [4, 5] 를 보여 주

었으나, 학습하지 않은 스미싱 유형에 대해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하지 않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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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부 사이트 유도형 스미싱 범죄 SMS의 예시 [11]

문자 텍스트

[Web발신]상품 거래번호는 틀려서 보낼수 없습니다

앱 다운로드 다시 확인해주세요

hxxps://tinyurl[.]com/xxxxxx

[국제발신][아마존 Pay] 승인번호 *38 ***님, USD 860$

결제완료 본인 아닐시 즉시 신고 요망 070-7678-****

형에 대해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

사이에 사람이 지식을 주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면 빠

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스미싱

분류에 필요한 지식베이스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모듈과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스미싱을 탐지하는 모듈을 각각 제시하고,

두 모듈을 통합한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스미싱 탐지 시

스템을 제시한다.

2.2 OpenIE

Open Information Extraction(OpenIE)는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에서 (객체, 객체 간의 관계, 객체) 3-tuple 의 형태로 지

식베이스 데이터를 추출 혹은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8].

OpenIE의 구현체는 크게 인공신경망 기반 시스템과 통계학적

시스템으로나뉘며,최근연구에서는인공신경망기반 OpenIE

시스템이통계및규칙기반시스템보다더높은성능을나타낸

다 [9]. 현재 발표된 인공신경망 기반 OpenIE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 중 하나는 OpenIE6 [8] 이다.

인공신경망 기반 OpenIE는 지식베이스 데이터를 원문에 있

는 단어로만 만드는 구조와 원문에 없는 단어를 포함하여 생

성하는 구조로 구분이 가능하다 [8]. 전자는 원문에 있는 단어

중 일부를 추출하여 지식베이스 데이터로 재조립하며, 후자의

경우 원문에 없는 단어를 활용하여 지식베이스 데이터를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베이스는 그림 1과 같이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내의

Weight value와 달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이는 새로운 스미싱 범죄 기법이 시스템에 학습되기

전,사용자가수동으로작성한해당기법에대한지식베이스를

빠르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 그래프 기반 분류 모델

그래프 기반 분류 모델은 Graph Convolution Network를

비롯한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하

여, 입력된 그래프에 대응되는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을 의미

한다 [10].

스미싱을 분류하기 위해선 SMS 텍스트의 키워드 뿐만 아니

그림 2. 간략화된 시스템 도식도

그림 3. OpenIE6도식도Wx는문장의 x번째단어를의미하며,

Ey는 y번째로 추출된 지식베이스 데이터를 의미한다. 각 셀의

S,V,O,빈 공간은 각각 주어, 동사, 목적어, 아무것도 아닌 단어

분류에 대응한다.

라 전체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표 1 에서 제시된 예시와

같이, 최신 스미싱 범죄 사례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별 의심

없이가짜외부사이트와연결되도록하기위해금융감독원,택

배 등과 같이 정상적인 기관이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한다. 이

경우 단순히 키워드만 추출하여 비교하면 해당 SMS 문자가 스

미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스미싱 SMS에서 추출한 지식베이

스를 기반으로, 키워드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SMS 메시지가

스미싱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스미싱 탐지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지식베이스 자동 추출생성 모듈과 지식베이

스기반분류모듈을결합하여스미싱분류시스템을구축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스미싱 탐지 시스템은 그림2와

같이 스미싱 지식 베이스 모듈과 스미싱 실시간 탐지 시스템

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베이스를 생성하는 인공신경망 기반

OpenIE시스템인 OpenIE6을활용하여 SMS문서에서지식베

이스를 추출하며, 지식베이스 그래프를 입력으로 받는 그래프

기반 분류 모델을 통해 입력된 지식베이스 그래프가 스미싱인

지 여부를 분류한다.

3.1 OpenIE6 기반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모듈

OpenIE6은 지식베이스 데이터를 원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

용하여 생성하는 OpenIE 모델이다. 원문에 없는 단어를 추가

하여 지식베이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조사나 접속사, 시제

등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나, 단어를 생성하는 과정이 원문

문장에 있는 단어를 선별하는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8].

OpenIE6는 주어진 문장에서 각 단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아무것도 아닌 네가지로 분류한다 [8]. 문장의 모든 단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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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CI SMS spam dataset의 통계정보

스팸 문자 비 스팸 문자

4827 747

표 3. 지식베이스 그래프 분류 모듈 성능평가. MR은 영화 긍

정/부정 평가 분류 데이터셋인 MR 데이터셋 [12]을 의미하며,

SPAM은 SMS Spam Collection Dataset [3]을 의미한다.

MR train SPAM train MR train

MR test SPAM test SPAM test

F1 score 76.9 97.4 94.9

류하고 나면 (주어, 동사, 목적어) 3-tuple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식베이스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를 그림 3과 같이 정해진 횟

수만큼 반복한다.

4.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OpenIE6 기반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모듈과

GAT 기반 지식베이스 그래프 분류 모듈을 별도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각각학습한후,두시스템을통합하여전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 학습 및 평가 환경은 아래와 같다:

• GPU: NVIDIA GeForce RTX 2060 6GB

• RAM: 32GB

• CPU: AMD Ryzen 9 3900X

4.1 데이터셋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모듈의 성능은 1200개의 영어 문장

에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수집한 OpenIE 데이터셋인 CaRB

데이터셋 [13]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GAT 기반 지식베이스 그래프 분류 모듈의 성능은 한 문장

으로이루어진영화긍정/부정평가분류데이터셋인MR데이

터셋 [12]과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서 제공하는

SMS Spam Collection Dataset [3]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전체시스템의성능을평가하는데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서제공하는 SMS Spam Collection Dataset을사

용한다 [3]. SMS Spam Collection 데이터셋의 통계정보는 표

2와 같다.

4.2 평가 결과

OpenIE6 기반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모듈의 성능은 CaRB

데이터셋 [13] F1 score 기준 52.8이다.

GAT 기반 지식베이스 그래프 분류 모듈의 성능은 표 3과

같다. 이때 분류에 사용하는 지식베이스 그래프는 OpenIE6이

아니라 문장의 모든 단어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MR 데이터셋 [12]으로 학습한 GAT 기반 지식

베이스 그래프 분류 모듈을 사용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평

가한다. 이때 문장의 모든 단어를 바탕으로 구축한 지식베이스

그래프가 아니라 OpenIE6으로 생성한 지식베이스 그래프를

분류 모델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였을 때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UCI SMS Spam Collection 데이터셋 [3]을

사용했을 때 F1 Score 기준 90.9 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스미싱 범죄 기법에 대응

하기 위한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스미싱 탐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OpenIE6 기반 지식베이스 자동 추출 모듈

을 사용하지 않고, 문장의 모든 단어를 바탕으로 지식베이스를

구축한 경우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기반이

되는 지식베이스 자동 추출 모델과 그래프 분류 모델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본 시스템의 빠른 대응 가능성을 유지한 채로

성능 역시 기존 시스템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의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양의 한국어 스미싱 사례 데

이터가 확보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자동

지식베이스 추출 기반 한국어 스미싱 탐지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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