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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이용자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

럽게 인터넷 뱅킹에 대한 보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많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

구해왔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는 단일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 요(1/2) 

우리는 PC와 또 다른 하나의 채널을 스마트 폰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하나의 채널이 장악 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정보 
유출 방지를 보장 하기 위해 멀티 채널을 이용한 방법을 제
안한다. 

개 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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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실적 보안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의 채널에서 멀티채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목 표 

• 멀티채널 사용을 통해 PC 혹은 스마트 폰이 해킹되어도 보  

  안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 환경이 단순해  

  진다. 

• Active X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의 위험이 없어진다. 

• 추후 많은 멀티채널을 이용한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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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내용 
구현 부분 설계 내용 

서버 • keyboard 생성 

• OTP 

• C2DM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 로그인 확인 

• 결제 확인 

 

어플리케이션 
 

• OTP, 

•가상키보드 

• 메시지 

웹페이지 • 로그인  

• 조회하기 

• 이체하기 

•  가상키보드 

① 로그 인을 하기 위해 OTP를 

요청한다. 

② 생성된 OTP를 C2DM서버로 

전송한다. 

③ 서버로부터 받은 OTP를 스마

트 폰에 전송한다. 

④ 전송된 OTP를 이용하여 로그

인 한다. 

⑤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계좌이

체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키보드

를 요청한다. 

시스템 구조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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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상키 배열을 생성하고 웹 

브라우저에 숫자배열을 띄운다. 

⑦ 생성한 키 배열을 C2DM서버

로 전송한다. 

⑧ 전송 받은 키 배열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한다. 

⑨ 전송 받은 키 배열을 이용하

여 가상키보드를 생성한다. 

⑩ 웹 브라우저에 띄워진 숫자 

배열을 보고 가상키보드에서 비

밀번호를 눌러 입력하고 서버로 

전송한다. 

시스템 구조도(2/2) 

OTP를 이용한 로그인 

주요 프로세스 설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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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생성 과정 

주요 프로세스 설계(2/5) 

가상 키보드 설계 

주요 프로세스 설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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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키보드 핵심 프로세스  

SHA-1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

로 임의의 길이의 비트 스트링을 

고정된 길이의 해쉬 코드로 압축

시키는 함수이다. 해시의 성질로 

출력에 대해 입력 값을 구하는 것

이 불가능 할 뿐더러 서버 ID는 

공개되어있지 않은 고유한 값이

므로 안전한 가상 키보드를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프로세스 설계(4/5) 

HMAC 구조도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해커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

라 전송하는 정보가 변경될 수 있

는 상황에서 정보의 무결성을 보

장해 주기 위해 HMAC 시스템을 

사용한다.  

주요 프로세스 설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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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일정 별 산출물(1/4)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시스템 구조 설계 초안 

 서버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초안 

 산출물 :  

  1. 계획서 

  2. 요약계획서 

  3. 발표PPT 

2012-03-02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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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별 산출물(2/4)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1차 중간 보고 

 Server 

  1. Google Data API를 사용해 사용자 인증 

  2. 사용자 정보관련 DB 구현 

  3. OTP인증 구현 

  4. 사용자 계좌 정보 조회 기능 구현 

 Client(Web) 

  1. 로그인 기능 구현 

  2. 개인 뱅킹 기능 구현 

 Client(App) 

  1. OTP push 메시지 받기 구현 

  2. 비밀번호 전송 구현 

  3. 메시지 알림 기능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5 

 

일정 별 산출물(3/4)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 중간 보고 

 Server 

   1. 사용자 계좌 정보 조회 기능 구현 

   2. 사용자 인증 안정화 

   3. 소켓 통신 및 DB안정화 

 Client(Web) 

   1. 조회 서비스 구현 

 Client(App) 

   1. 서버와의 소켓 통신 안정화 

  2. UI 디자인 고도화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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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별 산출물(4/4)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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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결과보고서 

  2. 최종 시연물 

2012-05-17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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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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Platform 

• JSP – 웹 페이지 구현 

•Apache tomcat 6.0 - 서버 

•MySQL -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현(사용자 정보, 거래 내역등 저장) 

•Android SDK 2.3(Ginerbread) - 클라이언트 

•SQLite –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구현(거래내용 저장) 

•C2dm server - 서버의 push 메시지 구현 

현실적 제안요소 및 해결 방안 

제한요소1 Smart Phone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해결방안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안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소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

여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요소2 테스트 기기 사용을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안드로이드폰을 사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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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하여 사용한다. 상용화될 경우 전용 서버를 두는 것으로 한다.  

-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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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안요소 및 해결 방안 

- 소프트웨어 

제한요소1 App 개발을 Android기반으로 구현하여 Android를 쓰지 않는 경

우 사용 불가 

해결방안 현재 제공되는 개발 환경이 맥OS 등 다른 OS를 개발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추후 개발 환경이 제공될 경우 추가 구현할 것이

다. 

제한요소2 ‘C2DM’은 Android 2.2이상을 지원한다. 

해결방안 모든 Android 스마트폰을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테스트 

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버전이 2.2 이상이기 때문에 데모 시

연 시에는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