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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정보통신 발달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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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거래의 안정성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본인임을 인

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다. 또한 

안전한 거래를 위해 OTP, 가상키보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등 여러 솔루션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방법들은 단일 PC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에게 PC

가 장악된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기존 PC에서만 이루어지는 책임을 분산 시킴으로 한 곳이 해커에 의해 점령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멀티채널을 이용한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의 거래를 안전하게 실행 하는 

데모를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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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시스템 설계도 

 

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받는다. 

② 서버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서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값을 전송하기 위해 구글의 C2DM서버에 값을 전송한다. 

④ 구글의 C2DM서버는 웹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포워딩 시켜준다. 

⑤ 서버와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직접 통신 하기 위해서는 소켓을 이용해 통신한다. 소켓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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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퀀스 다이어그램(Sequence Diagram) 

2.2.1  로그인(Log-in) 

 

1. 사용자가 로그인 을 시도한다. 

2.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을 시도한다. 

3. 서버는 요청 받은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준다. 

4. 사용자는 아이디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른다.  

5. 사용자는 서버에 OTP를 요청한다. 

6. 서버는 요청 받은 OTP(랜덤 한 키)를 생성한다. 

7. 서버는 생성한 OTP를 C2DM서버에 전송한다. 

8. C2DM서버는 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OTP를 Smart Phone으로 전송한다. 

9. 사용자는 Smart Phone Application을 통해 OTP를 확인한 뒤 브라우저에 입력한다. 

10. 웹 브라우저에 입력한 OTP를 서버로 전송한다. 

11. 서버는 웹 브라우저로부터 전송 받은 OTP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12. OTP가 유효 할 경우 성공 메시지를 return하여 준다. 

13. OTP가 유효 하지 않을 경우 실패 메시지를 return하여 준다. 

 
 

alt

 : Actor

WebBrowser Server C2DM SmartPhoneApp

1 : StartLogin()
2 : requestLoginPage()

3

4 : InputID

5 : requestOTP()

6 : checkeOTP()

7 : SendOTP()
8 : SendOTP()

9 : inputOTP

10 : SendOTP

11 : checkOTP()

12 [checkOTP == ture] : send success

13 [else] : Send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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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계좌이체 

 

1.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 을 시작한다. 

2. 사용자는 계좌이체 페이지로 접속한다. 

3. 서버는 요청 받은 계좌이체 페이지를 보여준다. 

4. 사용자는 이체 정보를 입력한다. 

5. 이체 정보 입력 뒤 가상키보드를 요청한다. 

6. 서버는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7. 서버는 실제 키로 배열된 키보드를 웹 브라우저에 전송한다. 

8.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키보드를 확인한다. 

9. 서버는 C2DM서버로 암호화 된 키를 전송한다. 

10. C2DM서버는 Smart Phone으로 키를 전송한다. 

11. Smart Phone은 수신한 키를 이용하여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12. 사용자는 브라우저의 키 배열을 확인한 뒤, 비밀번호를 Smart Phone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for 3timesloop

alt

[check == false]

[else]

alt

[check == false]

[else]

alt

[check == false]

[else]

[check == false]

[else]

 : Actor

WebBrower Server C2DM SmartPhoneApp

1 : startInternetBanking()
2 : requestTransferPage()

34 : InputTransferInfo

5 : requestV.K

6 : createV.K()

7 : SendV.K

8 : ViewV.K
9 : SendKey()

10 : SendKey()

11 : CreateV.K()

12 : inputpassword

13 : Sendpassword

14 : checkpassword()

15 : Send Fail

16 : Send Success()

<<destr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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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력한 비밀번호는 서버로 전송된다. 

14. 서버는 전송된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15. 비밀번호가 유효 할 경우 거래를 성공 메시지를 return 한 뒤 거래를 종료한다. 

16. 비밀번호가 유효 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실패 메시지를 보낸다. 

17. 비밀번호가 유효 하지 않을 경우 12번부터의 과정을 성공 할 때 까지 반복한다. 반복 횟

수는 3번으로 제한한다.  

 

2.3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3.1  웹 페이지 

가. 로그인 :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 과정을 

거친다. 로그인을 요청하면 ID와 전송 받은 OTP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준다. 

나. 조회하기 : 사용자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기간과 출력 순서 등 옵션

을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 

다. 이체하기 : 결제정보를 입력할 페이지와 가상키보드를 요청할 버튼을 보여준다. 

라. 가상키보드 : 사용자에게 랜덤키 배열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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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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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적으로 구현하였다. 

 

2.3.2  Server 

가 Key 생성 :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서버와 사용자 간의 Session을 맺는다. Session 정

보를 입력 값으로 Hash를 사용하여 Key값을 생성한다. 

나 OTP : 사용자가 서버에 로그인 하기 위해 OTP를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다 C2DM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 서버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OTP와 Key값을 전송하

기 위해 Authorization token과 RegisterID을 C2DM서버로 전송한다. 

라 로그인 확인 : 전송한 OTP와 입력한 OTP가 같은 경우 로그인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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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할 경우 서비스를 진행한다. 

 

2.3.3  Android Application 

가. OTP : 웹 페이지 로그인 시 필요한 비밀번호이다. 서버에 OTP를 요청 할 경우 애플리케이

션으로 랜덤하게 생성된 OTP를 전송하여 준다. 사용자는 받은 OTP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3회 에러 또는 60초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패하도록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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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은 서버와 같은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구현되고, 이를 통해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비밀번호 전송 시 서버와 Socket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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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행내용 

2.4.1  세부 일정 

 

2.4.2  진행 사항 및 결과 

가. 로그인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은 OTP 방식을 

이용한다. 아이디를 입력하여 서버로부터 OTP 를 요청한다. 

2 차 중간 보고 

Server 

가. 사용자 계좌 정보 조회 기능 구현 

나. 사용자 인증 안정화 

다. 소켓통신 및 DB 안정화 

Client(Web) 

가. 조회 서비스 구현 

Client(App) 

가. 서버와의 소켓 통신 안정화 

나. UI 디자인 고도화 

산출물 : 

가.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나.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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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TP 입력 

 
요청한 OTP 는 사용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전송되고 사용자는 OTP 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다. 로그인 

 
요청한 OTP 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상단에 간단한 회원 정보가 나오고 이후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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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좌이체 폼 입력 

 
개인뱅킹 매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입력하는 폼이 나오고 내 계좌번호, 상대방 계좌번호, 

해당 은행, 이체금액의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완료 후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본인임을 한 번 

더 인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가상키보드를 요청한다. 

 
 
 

 

마. 가상키보드 

 
가상 키보드를 요청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서버로부터 키보드를 전송 받고 웹 

브라우저에 띄워져 있는 키 자판 배열을 보고 본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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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거래 결과 내역 확인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다면 다음과 같은 거래 결과 내역이 출력되고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 거래가 완료된다. 이때 취소버튼을 누르면 거래는 취소되고 초기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 결제 확인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문구가 웹 브라우저에 출력되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거래 내역의 정보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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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금조회 입력 

 
인터넷 뱅킹 서비스 중 내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예금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입력 폼이 나오고 조회할 계좌번호, 조회 기간, 출력 옵션을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 

 
 
 

자. 조회 내역 출력 

 
입력한 옵션대로 거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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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가상키보드 설계 변경 

기존의 가상키보드 설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계좌 이체 시 최초 로그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임 임을 증명하는 

인증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버에 가상 키보드를 요청한다. 서버는 서버의 고유 값과 사

용자의 정보, 시간정보를 이용해 가상 키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 key값을 구글의 C2DM 서버를 

통해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이 key값은 서버와 사용자 스마트폰이 서로 동기화 되어 

있는 값으로써, 이 key값을 통해 서버와 스마트폰에 각각 같은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서버는 

웹 페이지에 키보드의 자판 배열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스마트폰에서는 웹 페이지를 보고 사용

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로 전송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서버가 key값을 직접 보내

주는 방식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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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스마트폰의 활동 영역이 해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해커는 스마트

폰 주변 혹은 안에서 행해지는 액션들을 감지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경우 해커는 스마트폰에 

어떤 key값이 수신되고, 이 key값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후에 입력되는 값 또한 모두 

모니터링 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이유를 추측해보면 멀

티 채널의 방식을 도입하여 PC에서만 이루어 졌던 방식보다는 보안 수위가 올라간 것은 맞지

만 PC입장에서만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해커에 의해 장악되더라도 보안 수준이 낮

아지지 않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정보의 유출은 허용하되 해커는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모

르는 방법으로 설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위치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서버는 가상 키보드를 위해 키를 생성하지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지 않는다. 서버는 

서버 자체에서 가상키보드를 생성하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 띄워져 있는 키 자판배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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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을 하여 값을 전송한다. 이때 전송되는 값은 사용자의 비밀번호의 정

보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자판의 위치의 정보만을 담고 있는 값이

다. PC와 스마트폰은 동시에 해킹 당하지 않으며(2개의 채널 중 하나는 안전하다는 가정), 서버

는 해커로부터 안전하므로,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있는 해커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한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서버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가

상키보드의 랜덤 자판의 위치와 값의 의미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송한 값이 올바

르게 입력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상키보드를 서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그 정보는 밖으로 유출 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서버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용자에게 가상키보드 자체를 전송한다. 전송되는 가상키보

드는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이다. 이 전송되는 문자열을 통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은 입력할 수 있는 키 자판을 생성한다. 각각의 키 자리는 임의의 문자열로 매

핑(mapping) 되어있고, 웹 브라우저에 띄워져 있는 키 자판 배열을 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서버는 암호화된 문자열과 랜덤 키 자판을 서버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사용자의 비밀

번호를 암호화된 문자열과 매칭시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안정적이다. 그 이유는 PC와 스마트폰이 동시

에 해킹 당할 확률은 극히 적지만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방법의 경우 PC의 웹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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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띄워져 있는 자판 배열과 위치정보의 값을 전송한 패킷를 해커가 획득할 수 있고 이로써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의 경우 값의 입력은 웹 브라우저에 띄

워져 있는 자판배열을 보고 입력하지만 전송되는 값은 서버만 식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패킷이 캡쳐되더라도 안전성이 더 높다고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의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구현하였다.  

 

3.1.2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메시지 인증 코드(MAC)의 원래 목적은 메시지 변경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군가의 의해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변조될 수 있고, 외부적인 네트워크 상

태에 따라 메시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무결성을 보

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은 적용된 MAC 생성과 무결성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내용과 서버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와 

해시 함수를 통해 MAC 을 생성하고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MAC 을 생성한 

방식과 동일하게 등록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통해 MAC 을 생성한다. 생성한 MAC 과 수신한 

MAC 을 비교하여 두 값이 동일한지 비교한다.  

기존의 MAC 과 다른점은 메시지 내용 자체를 보내지 않고 MAC 코드만 보낸다는 것이다. 

서버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등록된 값과 동일한지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에 해커에 의해 패킷이 캡쳐되더라도 안전하고, 서버입장에서는 올바른 

비밀번호 입력 여부와 메시지의 무결성까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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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소켓 통신 

현재 소켓 통신은 wift망에서는 문제없이 TASK를 수행하나 3g망에서는 초기 네트워크를 통한 

소켓 전송 시 3g망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시점에 wifi, 3g가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네트워크 상태가 바뀌

었을 때 상태변화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환경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4.1.2  세부 일정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2012-05-04 2012-05-1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오류 검출 2012-05-11 2012-05-1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및 시연 

산출물: 

가. 최종결과보고서 

나. 최종 시연물 

2012-05-17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