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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프로젝트 개요 

 국내에 인터넷 뱅킹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한국은행은 2012년 1/4분기 말 현재 

전체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 수(모바일 뱅킹 포함)는 8,015만명으로 전분기말

(7,482만명) 대비 7.1% 증가하였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 서

비스 등록 고객 수(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는 전분기말(2,372만명)

대비 339만명(+14.3%) 증가한 2,711만명이라고 발표 하였다.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터넷 뱅킹에 대한 보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많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는 단일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1 : 멀티 채널 제안 구성도 

 

 단일 채널일 경우 해커에게 PC가 점령 당한 경우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 된다. 이에 대

한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PC와 또 다른 하나의 채널을 스마트 폰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서비스를 진행 함으로써 하나의 채널이 장악 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정보 유출 방지를 보

장하고 보안을 더 강화하고자 멀티 채널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1.2 프로젝트 목표 

 현실적 보안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는 단

일채널 방식에서 멀티채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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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좌이체 서비스 흐름도 

 현재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2 : 계좌이체 흐름도 

 

 사용자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 한 후 공인인증서 혹은 등록 되어있는 ID/PW를 이용하여 

로그 인을 한다. 로그인을 완료한 뒤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의 계좌 정보 

및 이체할 계좌의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한 뒤 보안카드나 OTP를 이용

하여 확인작업을 거친다. 올바르게 입력 하였을 경우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을 한 뒤 계좌이체를 완료한다. 

  

2.2 사용자 인증방법과 한계점 

 위의 그림(그림 넘버링으로 다시 표기)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용자를 인

 증하는 부분이다.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에는 ID/PASSWORD, 공인인증서, OTP, 가상키보

 드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든 처리과정

 이 단일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가 사용자의 PC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고 가정한다면 PC내에서 처리되는 것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방법

 을 멀티채널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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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3.1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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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션으로 랜덤하게 생성된 OTP를 전송하여 준다. 사용자는 받은 OTP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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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상 키보드 : 서버에서 생성되어 보내진 Key 값을 받아 10개의 버튼을 생성한다. 웹 

브라우저에 띄워진 키 자판 배열을 보고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비밀번호 전송 

시 서버와 소켓(Socket)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2.3.2  서버 

가. Keyboard 생성 :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서버와 사용자 간의 Session을 맺는다. 이

Session 정보와 서버의 ID를 입력 값으로 Hsah(SHA-1)를 이용하여 Key값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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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2DM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 서버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OTP와 Keyboard값을 

전송하기 위해 Authorization token 과 Register ID와 함께 C2DM서버로 전송한다. 

라. 로그인 확인 : 해당 사용자가 전송한 OTP와 입력한 OTP가 같고, ID가 유효한 경우 로

그인을 허가한다. 

마. 결제 확인 : 사용자가 가상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정보가 DB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

호와 일치 할 경우 서비스를 신행한다. 

 

2.3.3  웹 페이지 

가. 로그인 :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증 과

정을 거친다. 로그인을 요청하면 ID와 전송받은 OTP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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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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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사이트

와 유사하도록 웹 페이지를 구현하였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

소를 중점적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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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획서 상의 수행내용 

2.4.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2.4.2  일정 별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시스템 구조 설계 초안 

서버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초안 

산출물 :  

가. 계획서 

나. 요약계획서 

다. 발표 PPT 

2012-03-02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가.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Server 

가. Google Data API 를 사용해 사용자 인증 

나. 사용자 정보관련 DB 구현 

다. OTP 인증 구현 

라. 사용자 계좌 정보 조회 기능 구현 

Client(Web) 

가. 로그인 기능 구현 

2012-03-21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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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뱅킹 기능 구현 

Client(App) 

가. OTP push 메시지 받기 구현 

나. 비밀번호 전송 구현 

다. 메시지 알림 기능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 차 중간 보고 

Server 

가. 사용자 계좌 정보 조회 기능 구현 

나. 사용자 인증 안정화 

다. 소켓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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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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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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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인력자원 투입 결과 

 

 

 

 

 

 

 

 

 

 

 

 

 

 

 

 

 

 

 

 

 

 

 

 

 

 

 

 

 

 

 

 

 

 

 

 

 

 

 

 

 

 

 

 

 

 

 

 

 

 

 

 

이름 개발항목 

전원 프로젝트 배경지식 스터디 

전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손진우 

김종운 
서버 설계 및 구현 

박영록 DataBase 설계 및 Query 구축 

설복귀 

박영록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손진우 

김종운 
C2DM 서버와 연동 

이지혜 

장영아 
Web Page 구현 

김종운 Web interface 구현 

이지혜 

장영아 
안드로이드 UI 디자인 

전원 앱 서버간 연동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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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실제 구현 점검표 

구분 구현 내용 구현 완료 

서버 

Keyboard 생성 완료 

OTP 생성 완료 

C2DM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완료 

로그인 확인 완료 

결제 확인 완료 

웹 

로그인 페이지 완료 

조회하기 페이지 완료 

계좌이체 페이지 완료 

가상키보드 요청 기능 완료 

어플리케이션 

OTP 수신 완료 

가상키보드 생성 완료 

거래 메시지 수신 추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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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시스템 구성도 

 

그림3 : 시스템 구성도 

 

① 로그인을 하기 위해 OTP를 요청한다. 

② 생성된 OTP를 C2DM서버로 전송한다. 

③ 서버로부터 받은 OTP를 스마트 폰에 전송한다. 

④ 전송 된 OTP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다. 

⑤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키보드를 요청한다. 

⑥ 가상키 배열을 생성하고 웹 브라우저에 숫자배열을 띄운다. 

⑦ 생성한 키 배열을 C2DM서버로 전송한다. 

⑧ 전송 받은 키 배열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한다. 

⑨ 전송 받은 키 배열을 이용하여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⑩ 웹 브라우저에 띄워진 숫자 배열을 보고 가상키보드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입력하고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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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프로세스 설계 

3.2.1  OTP를 이용한 로그인 

3.2.1.1. 기존방식의 OTP 

OTP는 계정도용방지를 위해 쓰이는 보안 매커니즘들 중에서 보안이 가장 높은 수단이다.

그 이유는 로그인 할 때마다 1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해당 세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

고, 세션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OTP인증 방식은 질의응답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질의응답

방식은 OTP인증서버에 발생한 질의 값을 OTP기기에 입력하여 OTP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사용성과 보안을 고려하여 현재 시간동기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

스템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4 : 기존 OTP 동작원리 

시간 동기화 방식의 제약사항은 OTP유효시간 설정이다. 보안 관점에서 유효시간이 짧으

면 짧을수록 노출되었을 때 공격성공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리

성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입력해야 하는 시간이 짧아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 

연령층에서는 부적합하다. 보통 60초의 유효시간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OTP의 높은 보안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취약점이 제기되어 왔고, 다수의 해킹 시

나리오들이 알려져 있다. 한 예로, 피싱과 MITM(Man In The Middle)공격의 시나리오를 보

면 공격자가 사용자의 PC 해킹등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피싱 사이트 개설 후 

사용자의 각종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OTP 로그인을 할 때마다 MITM공격을 수행하면 OTP

를 사용하더라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보안상 취약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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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보안을 높인 OTP설계 

기존의 OTP방식과는 달리 멀티채널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모델을 설계

하였다. 시스템 흐름을 다음과 같다. 

 

 

그림5 : OTP를 이용한 로그인 구성도 

 

 

 사용자가 거래요청을 하면 서버는 서버 자체에서 OTP를 생성한다. OTP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6 : OTP 생성 과정 

 

 

 

 서버 고유의 ID와 사용자 정보, 시간정보를 입력 값으로 하는 해시함수를 이용해 6자리의 

OTP를 생성한다. 이때 사용자는 ID 입력을 위해 서버와 세션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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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OTP를 스마트폰 등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전송하고, 사용자는 전송된 OTP 값을 보고 

연결하고 있는 세션을 통해 입력하면 서버는 입력된 값과 서버가 생성한 값을 비교하여 인증

을 완료한다. 

 

 위 설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해커에 의해 PC와 서버 사이가 장악 당하는 경우 

PC와 서버 사이의 세션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OTP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서버의 고유 ID

정보를 통해 생성되므로 OTP를 자체저으로 생성할 수 없다. 또한 OTP를 입력하고 인증이 

완료되는 순간 PC 와 서버 사이의 세션은 끊어지고 OTP의 유효성도 사라지므로 보안이 

더욱 강화된다. 

 

나. 해커에 의해 스마트폰과 서버 사이가 장악 당하는 경우 

 서버는 서버자신과 연결되어있는 세션을 통해 OTP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서버로부터 전 

 받은 OTP값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3.2.2  가상키보드 

3.2.2.1. 계획서 상의 가상키보드 설계 

 

기존의 가상키보드 설계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7 : 기존의 가상키보드 생성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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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계좌 이체 시 최초 로그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 임을 증명

하는 인증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버에 가상 키보드를 요청한다. 서버는 서버의 고

유 값과 사용자의 정보, 시간정보를 이용해 가상 키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 key값을 구글

의 C2DM서버를 통해 사용자 스마트 폰으로 전송한다. 이 key값은 서버와 사용자의 스마

트 폰이 서로 동기화 되어 있는 값으로써, 이 key값을 통해 서버와 스마트 폰에 각각 같

은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서버는 웹 페이지에 키보드의 자판 배열을 보여주기 위함이

고, 스마트폰에서는 웹 페이지를 보고 사용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로 전송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서버가 key값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

었었다. 

 

그림 8 : 스마트 폰이 점령당할 시나리오 

 

그림과 같이 스마트폰의 활동 영역이 해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해커는 스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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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되는 값 또한 모두 모니터링 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면 멀티 채널 방식을 도입하여 PC에서만 이루어 졌던 방식보다는 

보안 수준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이러한 보안 수준이 PC입장에서만 고려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해커에게 장악 당하더라도 보안 수준이 

유지 되는 솔루션이 필요하였다. 정보의 유출이 허영 하되 해커가 정보에 대해 알 수 없

도록 설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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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재설계한 가상 키보드 

계좌이체 시 사용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입력하기 위해 멀티채널을 이용한 가상

키보드를 설계하였다.  

 

 

 

그림 9 : 재설계한 가상키보드 설계도 

 

사용자는 계좌이체 양식을 완성하고 이후에 이체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한번 더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가상키보드를 요청하면 서버는 서버 자체적으로 가상 키

보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 전송하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자판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 대한 내부 동작 프로세스의 시스템 

흐름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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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가상키보드 생성 프로세스 

 

가상 키보드는 서버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서버의 고유 ID와 시간정보, 사용자가 서버

와 맺고 있는 sessionID를 input값으로 하는 SHA-1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40자리의 문자열

을 생성한다. 

생성된 40자리의 문자열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소통 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전송되

고, 문자열을 수신한 어플리케이션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를 생성한다.  

서버는 서버의 ID를 seed값으로 하는 서버고유의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0부터 9까지의 

키 배열을 생성하고 웹 브라우져에 띄운다. 그리고 전송한 문자열 4자리당 생성한 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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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씩을 매칭시킨다. 즉, 키 하나에 4자리의 문자값을 갖고있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져를 

보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비밀번호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리에 

매칭된 문자열이 전송되는 것이다. 비밀번호 전송 시 서버와의 소켓통신을 하여 전송하

고 전송할 때는 HMAC으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전송하는 시스템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 HMAC 동작 프로세스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의 원래 목적은 메시지 변경 여부를 탐지하

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변조

될 수 있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메시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내용과 서버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와 해시 함수를 통해 MAC을 생성하고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사용자의 스마트

폰이 MAC을 생성한 방식과 동일하게 등록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통해 MAC을 생성한다. 

생성한 MAC과 수신한 MAC을 비교하여 두 값이 동일한 지 비교한다. 

기존의 MAC과 다른 점은 메시지 내용 자체를 보내지 않고 MAC 코드만 보낸다는 것이

다. 서버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등록된 값과 동일한지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에 해커에 의해 패킷이 캡쳐 되더라도 안전하고, 서버입장

에서는 올바른 비밀번호 입력 여부와 메시지의 무결성까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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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기능 Sequence Diagram 

3.3.1  Log in 

 

그림 12 : Login Sequence Diagram 

1. 사용자는 웹 페이지 로그인 창에 접속한다. 

2. 사용자는 로그인 창에 ID를 입력한다. 

3. 서버는 입력 받은 ID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4. 사용자는 로그인 창에서 OTP 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5. 서버에 OTP를 요청한다. 

6. 서버는 OTP를 생성한 다음 C2DM서버를 거쳐 해당 스마트 폰으로 OTP를 전송한다. 

7. 사용자는 스마트 폰에 전송 받은 OTP를 확인 한 뒤 OTP 입력 창에 입력을 한다. 

8. 입력된 OTP가 유효한 지 서버에서 확인을 한다. 

9. OTP가 유효한 경우 로그인을 승인하여준다. 만약 OTP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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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승인하지 않는다. 

10. 유효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반복 수행 할 수 있다. 

3.3.2  Transfer 

 

그림 13 : Transfer Sequence Diagram 

 

1. 사용자는 계좌이체 창에 접속을 한다. 

2. 사용자는 이체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 한 뒤 계좌 비밀 번호 입력을 위한 가상키

보드를 요청한다. 

3. 서버는 랜덤 한 키 배열의 키보드를 웹 페이지에 전송한다. 

4. 서버는 본문 내용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Key를 생성하여 C2DM을 거쳐 해당 스마

트 폰으로 전송하여 준다. 

5. 스마트 폰은 전송받은 Key를 이용하여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6.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상의 키 배열을 확인하며,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

여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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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력된 비밀번호를 서버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하여 유효할 경우 성공 메시지를 

그렇지 않을 경우 실패 메시지를 보여준다. 

8. 유효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반복 수행 할 수 있다. 

 

3.4 사용 Platform 

가. JSP 

- 웹 페이지 구현 

 

나. Apache tomcat 6.0 

- 서버 

 

다. MySQL 

-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현(사용자 정보, 거래 내역등 저장) 

 

라. Android SDK 2.3(Ginerbread) 

- 클라이언트 

 

마. SQLite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구현(거래내용 저장) 

 

바. C2dm server 

- 서버의 push 메시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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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능 설명 

3.5.1  로그인 

 
[그림 14] 메인 웹페이지 

인터넷 뱅킹 사이트이다. 

 

 
[그림 15] 로그인 페이지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한다. 로그인은 OTP방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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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이디를 입력하여 서버로부터 OTP를 요청한다. 

 

 

 
[그림 16] OTP요청 

아아디를 입력하고 OTP요청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OTP입력창이 생성된다. 서버는 OTP

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OTP를 전송하기 위해 구글의 C2dm서버로 전송한다. 

 

 

C2DM서버로부터 OTP코드를 전송받는다. 

 

 

 [그림 17] OTP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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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OTP입력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OTP코드를 웹 페이지에 입력한다. 

 

 

 
[그림 19] 로그인 완료 

OTP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사용자이름과 함께 환영 문구가 나오고 이후에 인터넷 뱅킹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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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개인뱅킹 

 
[그림 20] 개인뱅킹 페이지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뱅킹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그림 21] 개인 뱅킹 페이지 정보 입력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사용자의 계좌 정보와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송금할 금액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 가상키보드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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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웹 페이지의 가상 키보드 
 

가상키보드를 요청하면 서버는 자체적으로 가상키보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키보

드를 전송하기 위해 구글의 C2DM서버에 전송한다.  

 

 
 

[그림 23] 어플리케이션의 가상 키보드 요청 및 가상키보드, 비밀번호 전송 

서버로부터 키보드를 수신하면 어플리케이션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키 자판을 생성하

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서버와 소켓통신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

송한다.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다는 페이

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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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계좌 이체 완료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사용자의 웹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결제 내역확인페이지로 이

동하고 확인을 누른 경우 비로소 거래가 정상처리 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거래가 완료된다. 

취소를 누른 경우 거래가 중간에 취소되고 메인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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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완료되면 서버는 송금자와 수신자의 어

플리케이션에 거래내역의 내용을 전송한다. 송

금자는 거래내역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수신자는 누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지 메시

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메시지 내용은 어플리케

이션에 저장된다. 

[그림 25] 어플리케이션 조회 화면 
 

3.5.3  예금조회 

  

[그림 26] 예금조회 페이지 

사용자가 거래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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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예금조회 계좌 정보 입력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계좌번호, 기간, 조회 순서를 선택한다. 

 

 
[그림 28] 예금조회 결과 화면 

입력한 기간대로 거래한 내역을 출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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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실용성 및 우수성 

4.1.1  실용성 

현재 많은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리성에서는 다소 부족할 지 모르나 보안

성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사

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수행 할 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거래 완료 시 자동으로 거래에 대한 기록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 함으로써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4.1.2  우수성 

본 프로젝트 결과물의 가장 큰 우수성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다.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

이 멀티채널이 동시에 해커에게 장악 당하는 것은 극히 작은 확률이다. 하지만 본 프로

젝트를 진행 하면서 멀티채널이 동시에 해커에게 장악 당할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모델을 설계 하였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보안은 상당히 믿을 만 하다. 

 

4.2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4.2.1  발전 가능성 

가. OTP 자체 삭제 가능 기능 구현 

- OTP가 현재는 항상 유효하다. OTP가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자체적으로 삭제 할 수 있

도록 구현 할 것이다. 

나. Google Places API 사용 

- 추후 Google Places API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

함으로써, 사용자가 거래했던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 할 수 있다. 

 

4.2.2  기대효과 

가. 멀티채널 사용을 통해 PC 혹은 스마트 폰이 해킹되어도 보안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 환경이 단순해진다. 

다. 액티브 엑스(Active X)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의 위험이 없어진다. 

라. 추후 많은 멀티채널을 이용한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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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문 공모전 출품 

제 7회 금융정보보호 공모전 논문 공모전 부문에 출품할 예정이다. 

 

4.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해결방안 

가. 하드웨어 

제한요소1 Smart Phone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해결방안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안에는 모

두가 스마트폰을 소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요소2 테스트 기기 사용을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해결방안 졸업 프로젝트 조원들 중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한다. (갤럭시 S) 

제한요소3 실제 은행과 같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DB서버가 없다. 

해결방안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는 동안은 PC 1대를 서버로 두어 설정하여 사용한다. 

상용화될 경우 전용 서버를 두는 것으로 한다.  

 

나. 소프트 웨어 

제한요소1 App 개발을 Android기반으로 구현하여 Android를 쓰지 않는 경우 사용 불가 

해결방안 현재 제공되는 개발 환경이 맥OS 등 다른 OS를 개발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추후 개발 환경이 제공될 경우 추가 구현할 것이다. 

제한요소2 ‘C2DM’은 Android 2.2이상을 지원한다. 

해결방안 모든 Android 스마트폰을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테스트 시 사용하는 스

마트폰의 버전이 2.2 이상이기 때문에 데모 시연 시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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