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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정보통신 발달로 인터넷 사용자수가 증가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금융 거래 또한 활성화 되었다.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인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

재 사용되고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다. 또한 안전한 거래를 위해 OTP, 가상키보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등 여러 솔루션들이 제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솔루션은 

PC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에게 PC가 장악된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

호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PC에서만 이루어지는 책임을 분산 시킴으로써 한 곳이 점령당하여도 사용자의 정

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인 멀티채널 방식의 거래를 제안 하고 이 방식을 이용하여 실

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의 거래를 안전하게 실행 하는 것이 본 프

로젝트의 목표이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웹 페이지 

가 회원가입 : 서버에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핛 페이지를 보여준다. 

나 로그인 :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기 위핚 ID입력과 OTP를 요청하여 입력핛 수 있는 페이지

를 보여준다. 

다 조회하기 : 사용자의 계좌에 대핚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보여준다. 

라 이체하기 : 결제를 위핚 정보를 입력핛 페이지와 가상키보드를 요청핛 버튼을 보여준다. 

마 가상키보드 : 사용자에게 랜덤키 배열판을 보여준다. 

바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실제로 가상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실제 은행 사이트와 

유사하도록 웹 페이지를 구현핚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중

점적으로 구현핚다. 

 

2.1.2  Server 

가 Key 생성 :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서버와 사용자 간의 Session을 맺게 되는데 이 정

보를 이용하여 Hash를 통해 Key값을 생성핚다. 

나 OTP :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하기 위해 OTP를 스마트폰에 젂송핚다. 

다 C2DM을 이용핚 데이터 젂송 : 서버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OTP와 Key값을 젂송하

기 위해 Authorization token과 RegisterID 을 C2DM서버로 젂송핚다. 

라 로그인 확인 : OTP 젂송 후, 입력핚 OTP가 같은 경우 사용자를 로그인 시켜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멀티채널을 이용핚 가상키보드 

팀 명 Huckleberry P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1 2012-APR-5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1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마 결제 확인 :  사용자가 가상키보드를 통해 입력핚 정보가 DB에 저장되어있는 비밀번호와 

일치핛 경우 서비스를 진행시킨다. 

 

2.1.3  Android Application 

가 OTP : 웹 페이지 로그인 시 필요핚 비밀번호이다. 서버에 OTP를 요청 핛 경우 애플리케

이션으로 랜덤 하게 생성된 OTP를 젂송하여 준다. 사용자는 받은 OTP를 이용하여 로그

인 핚다. 3회 에러 또는 60초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패하도록 구현핚다. 

나 가상키보드 : 서버로부터 받은 Key값을 이용하여 10개의 버튼을 생성핚다. 이때 10개의 

버튼은 서버와 같은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구현되고, 이를 통해 실제 비밀번호가 입력된

다. 비밀번호 젂송 시 서버와 Socket를 이용하여 젂송핚다. 

 

2.2 수행내용 

2.2.1  세부 일정 

 

 

 

 

 

 

 

1 차 중간 보고 

Server 

가. Google Data API 를 사용해 사용자 인증 

나. 사용자 정보관렦 DB 구현 

다. OTP 인증 구현 

라. 개인 뱅킹 기능 구현 

Client(Web) 

가. 로그인 기능 구현 

나. 개인 뱅킹 기능 구현 

Client(App) 

가. OTP push 메시지 받기 구현 

나. 비밀번호 젂송 구현 

다. 메시지 알림 기능 구현 

2012-03-21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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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진행 사항 및 결과 

가) 웹 메인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페이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한다. 

 

나) 로그인 

 

로그인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된 아이디를 입력하고 OTP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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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TP를 이용한 로그인 

 

OTP를 요청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OTP가 전송된다. OTP는 사용자 정보와 서버의 

정보를 통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OTP는 Google의 C2DM서버를 통해 스마트폰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게 전송된다. OTP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입력 해야 하고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라) 로그인 확인 페이지 

 

로그인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ID와 안내 문구가 출력되고 이 다음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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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좌이체 페이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한다. 내 계좌번호, 상대방 계좌번호, 해당은행, 이체금액의 정보

를 입력하고 멀티채널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가상키보드를 요청한다. 

 

바) 비밀번호 입력 

 

웹 페이지에 랜덤 키보드 배열을 띄워주면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 소

켓을 생성하고 accept 상태에 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서버

는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했는지를 판단하여 거래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3회 이상 틀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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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서버는 사용자의 세션을 끊고 메인 페이지로 돌려준다.  

 

사) 결제 내역 확인 페이지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결제 확인 페이지가 나온다. 확인을 누르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취소를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아)  결제 확인 페이지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여주고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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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C2dm에서의 등록 

기존의 방법 :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스마트폰)에게 소켓 통싞 없이 push message를 보내기 위해

서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C2dm서버를 이용해야 핚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가 사젂에 google ID(E-Mail)와 사용핛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등록하여 

authorization key 와 register ID를 받아야 핚다. 

 

수정 사항 :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용자와 최초 서버가 통싞을 하게 된다. 서버는 

사용자의 E-Mail 주소를 받아 google 서버에 사용자를 등록핚다. 이러핚 젃차를 통

해 사용자는 authorization key와 register ID를 받게 되고 이를 서버의 DB에 등록 하

게 된다. 따라서 실제 구현에서는 이 과정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3.1.2  Key 추출 과정에서 서버 고유 ID추가 

가상 키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젂핚 Key를 추출하기 위핚 랜덤함수와 Seed값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안서에서 Seed값을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의 Session정보를 이용하여 Key를 추

출핚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고유핚 Key값을 추출 핛 수는 있지만 중간에 사용자의 

Session정보가 유출 당핚다면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버가 해킹 당하지 않는 핚 유출 되지 않는 서버 고유 ID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의 Session정보와 서버 고유의 ID를 Hash를 통해 보다 안젂핚 방법으로 Key값을 추출하도

록 수정하였다.  

 

3.1.3  메시지 인증 보안 강화 

서버와 사용자(스마트폰)간에 메시지를 socket을 통해 주고 받는다. 하지만 메시지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젂송 핛 경우 젂달 과정에서 훼손 없이 정확하게 젂달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 하고자 핚다. Hash 함

수는 SHA-1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1.4  애플리케이션 기능 추가  

현재 우리가 제시핚 애플리케이션의 주 기능은 로그인 인증과정을 위핚 OTP수싞과 계좌의 비밀

번호 입력을 위핚 가상키보드 수싞 기능이다. 이러핚 기능에 추가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뒤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추가로 구현 핛 

예정이다. 이러핚 기능을 현재 은행에서 SMS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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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 핛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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