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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정보보호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공

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 가상키보드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자PC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단말기가 해킹 당한 경우에는 모든 사용

자 입력정보가 공격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공통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력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채널 기반의 일회용 가상키패드를 제

안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윈도우즈PC에 직접 구현하여 인터넷 뱅킹 시나리

오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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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목표 

2.1 목표 

기존 보안 솔루션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용자 입력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멀티채널을 이용한 가상 키보드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프로젝트 추진 배경 

2012년 1/4분기 말 현재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 수는 8,015만 명으로 이전 

분기 대비 7.1%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4,523만 건으

로 전 분기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이용금액은 33조 1,814억 원으로 0.5% 증가

하였다.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 서비스 등록 고객 수는 전 분기 말(2,372만 

명) 대비 339만 명(+14.3%) 증가한 2,71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스마트폰 기

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전분기말에 비해 331만 명(+31.9%) 증가한 1,367만 

명에 달한다. [표 1]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을 보여준다. 

 

<단위 : 천건, 십억원,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 비중,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제 이용건수 1,721(6.5) 3,736(11.2) 7,697(19.7) 

스마트폰 19 907 5,910 

전체 이용금액 266.2(1.0) 415.6(1.4) 625.6(2.0) 

스마트폰 0.0 46.7 372.7 

[표 1]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일 평균) 

 

고객수와 이용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보호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뱅킹에서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가상키보드 등이 있다. 사용자인증

과 전자서명, 그리고 암호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재전송공격

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격자에 의

한 사용자 PC 장악과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키보드보안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기존 보안솔루션들은 PC 또는 스마트폰 단일채널에서만 작동하기 때문

에 공격자가 해당 채널을 장악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정보가 공격자에

게 유출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PC가 공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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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장악 당한 상태라면, 공격자는 키로거(key logger)나 화면전송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계좌정보, 통장비밀번호, 로그인 ID/PWD, 이체

비밀번호 등)를 알아낼 수 있다. 기존의 일회용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사용하면 

재전송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정보유출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한다. 사

용자의 계좌번호, 이체내용, 통장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여전히 유출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실제로 2011년 9월 20일 행정 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해킹시연을 통해서 

개인의 PC가 공격자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주요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사용자가 PC대신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위험은 

존재한다. 

 

2.2.2  현재 사용중인 보안 솔루션과 한계점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서 

사용자가 개인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소지기반 기술이다. 

전자금융거래에서 보면 공인인증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사용자는 거래내용에 대해서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하여 거래에 대한 본인

의 의사를 전자문서로 남긴다. 서명자의 개인키는 서명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인봉쇄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인봉쇄는 다른 보안기술들로는 보장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키로 서명된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인증 용도로도 사용하는데, 로그인 기능이 좋은 사례이다. 즉, 인터넷 뱅킹 

서버에는 고객의 각종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ID, 주소, 계좌번호 등이 고객의 

프로파일(profile)을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프로파일에 고객의 인증서를 추

가하여 고객이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려고 하면, 서버는 특정 메시지를 고객

에게 제시하고 고객은 해당 메시지를 개인키로 서명하여 서버에 제출한다. 서버는 

서명 값을 검증함으로써 고객을 인증하게 된다.  

둘째, 상대방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전송하는 메시지의 기밀성을 제공한다. 상대

방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내용은 그 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로만 복호화 되기 때문에 

전송되는 메시지를 개인키 소유자 이외의 사람은 알아내지 못한다. 공인인증서 비

밀번호의 경우 사용자가 발급 받을 때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Brute-Force 공격 또

는 사전 공격(Dictionary Attack)으로 노출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으로 공격자가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획득할 경우 손쉽게 사용자의 권한을 얻

어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또 다른 약점은 갱

신 및 재발급 정책이다. 공인인증서는 1년이 지날 경우 갱신 혹은 재발급을 받아

야 한다. 만일 공격자가 갱신 혹은 재발급 시 사용자 PC를 장악한다면 키로거 등 

악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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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 

보안카드는 소지기반의 인증요소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약 35개의 난수로 구성된 

보안카드를 고객에게 나누어 준다. 사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시 서버가 요청하는 번

호를 보안카드에서 찾아서 입력하고 서버는 입력한 번호와 요청한 번호의 일치여

부를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보안카드의 경우 소지기반의 비밀번호이고 금융

기관마다 독립적으로 발급한다. 그리고 보안카드의 수들은 난수이지만 35개 이내

의 고정된 수이다. 사용자의 보안카드는 소지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 거래

를 할 시 많은 수의 보안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갖는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스캔하여 보관하거나 사용자 PC에 저장하거나, 복사하여 문서상으로 보관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스캔하여 보관할 경우 공격자에게 사용자의 PC가 장악된다

면 보안카드의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복사하여 보관 

할 경우 하나의 일련번호에 하나만 존재해야 할 보안카드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다. 그리고 소지기반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35개 이내의 고정된 난수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회용 비밀번호 (OTP : One-Time Password)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의 노출과 그로 인한 재전송 공격이 가

능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로그인 세션마다 매번 다른 난수를 생성하며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방식은 질의응답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 

시간동기화 방식 등이 있다. 고정된 비밀번호가 Brute-Force 공격이나 사전 공격

(Dictionary Attack)에 취약한 반면에 일회용 비밀번호는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공격자가 비밀번호를 수집한다고 하여도 재사용공격이 불가능해진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비밀번호는 금융

기관에 전송된다. 금융기관에서도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생성된 값과 사용

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일치할 경우에만 사용자 인증이 성

공한다. 일회용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로그인 세션정보 또는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난수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의미를 갖는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회용 비밀번호의 경우 의미가 없는 숫자로 

구성되며 패턴 또한 보이지 않고 비밀번호의 유효시간 또한 매우 짧게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용 비밀번호도 한계점은 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탈취에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시간 피싱(Phishing) 또는 MITM(man-in-the-middle)공격에 대해서도 약점을 가

지고 있다. 즉, 사용자가 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하여 인증을 시도할 경우 공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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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의 정보를 가로채 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PC가 공격자에게 점령당하여 키로거 같은 악

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중요 정보가 노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다. 국내 키

보드 보안 프로그램들은 키 값 탈취가 가능한 구간의 입력 값들을 각자의 방식으

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보호한다. 그리고 키로거가 입력 값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더미(Dummy)값을 상위단계로 올려 보내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 노출을 방지

한다. 하지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사용자가 정상적인 설

치를 하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능이 최소화 된 키보

드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최소화 된 프로그램들은 후

킹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만약 공격자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기능이 최소

화 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격자는 

사용자의 정보를 쉽게 획득 할 수 있다. 

 

•멀티채널(Multi-Channel) 

멀티채널 방식은 PC 이외의 별도로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

여준다. 일반적으로 메인채널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이드 채널은 핸드폰 무선통

신망을 이용한다. 멀티채널 인증 방식일 경우 메인채널이 공격자에게 장악 당해도 

사이드 채널이 장악 당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멀티채널의 한 

사례는 전화승인 서비스이다. 고객은 은행 서버에 본인의 핸드폰 연락처를 등록한

다. 연락처를 등록한 고객이 PC를 사용해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혹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이 때 은행에서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하

여 고객에게 현재 거래하려는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고객은 이 음성의 내용

을 통하여 거래 진행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상 진행 또는 취소 선택이 가능

하다. 기존 멀티채널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용자가 두 번째 채

널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잘 확인한 후에 거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

은 경우 공격이 성공할 수 있다. 둘째, PC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공격자는 사용

자가 입력하는 내용(계좌정보, 이체 비밀번호 등)을 여전히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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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해결 방법 

우리는 이러한 사용자 입력정보의 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채널 기반의 

일회용 가상 키패드 입력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둘 이상의 통신채널

과 사용자단말을 이용하여 키패드 출력과 입력을 분산시킨다. 키패드는 세션별로 

매번 다르게 일회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그림 1]멀티채널 제안 구성도 

 

제안하는 방식은 멀티채널과 키패드가 모두 공격자에게 장악되지 않는 이상, 사용

자가 입력하는 정보가 공격자에게 유출되지 않는 안전성을 제공한다. 적용환경에 

따라서 단말과 채널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기본 모드

는 인터넷채널과 3G채널로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스마

트폰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인터넷에 접속된 PC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멀티채널을 이용한 가상키보드 

팀 명 Huckleberry P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NOV-22 

 

캡스톤디자인 II Page 10 of 28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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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행 내용 

3.1 일정 별 산출물 

 

3.2 일정별 상세 내용 

3.2.1  OTP 생성 모듈 고도화 

•OTP인증 보안 강화 

기존 금융 거래 시 사용하는 OTP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OTP모듈을 이용하여 

OTP를 생성한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OTP센터와 시간을 동기화 하여 

OTP모듈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OTP센터에서 올바르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 인증한다.  

하지만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 생성된 OTP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커가 OTP를 

탈취할 경우 OTP를 재 사용하는 리플라이어택(Replay Attack)이 가능하다. 이러한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결과물 고도화 일정계획 및 추가사항 제시 

산출물: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요약계획서 

2012-07-05 2012-09-06 

1 차 중간 보고 

OTP 생성 모듈 고도화 

산출물 :  

프로젝트 1 차 중간 요약 보고서 

2012-09-07 2012-09-27 

2 차 중간 보고 

가상 키패드 모듈 고도화 및 프로젝트 확장 가능성 

연구 

산출물 :  

 프로젝트 2 차 중간 요약 보고서 

2012-09-28 2012-10-25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결과보고서 

최종결과요약보고서 

최종 결과 발표 슬라이드 

외부 경시대회 출품 증빙자료 

2012-10-26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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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새로운 OTP를 설계한다. 

 

•설계 수정 사항 

OTP생성은 모듈기가 아닌 서버 자체적으로 생성한다. 생성방식은 기존과 동일

하게 서버의 고유 ID, 시간정보, 사용자 ID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서버는 OTP

를 등록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사용자는 수신한 OTP를 서버와 세션

을 맺고 있는 웹 페이지에 입력한다. 서버는 OTP전송전 연결된 IP와 입력한 시점

의 IP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생성한 OTP가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한

다. 올바르게 입력한 경우 서버는 기존에 생성한 OTP정보를 삭제한다. 한번 인증

하는데 하나의 OTP사용하여 다시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 

 

3.2.2  가상 키패드 모듈 고도화 및 프로젝트 확장 가능성 연구 

•가상키패드 모듈 고도화 연구 

 기존에 설계한 키패드 설계방식을 요약하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서버로부터 40자리의 스트링을 전송 받고, 이 스트링으로부터 키보드를 생성한다. 

그리고 각 자리에 매핑되어있는 스트링을 서버로 전송하여 올바르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하는 순서였다. 하지만 해커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있다고 가정하

면 스트링으로부터 키보드 생성원리, 사용자의 비밀번호 길이등 유용한 정보를 알

아낼 수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서버와 사용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함수를 추가한다. 이 함수는 해시함수와 비슷하게 동작하여 비밀번호의 길이가 다

르더라도 일정한 길이의 결과를 생성하는 함수이다. 사용자는 PC화면에 있는 자판 

배열을 보고 키를 입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의 노출 위험성은 없고 사용자가 비밀

번호를 입력할 때 항상 일정 길이의 스트링이 전송되므로 비밀번호의 길이를 알아

낼 수 없어 임의로 유추해서 해킹하는 방법 또한 저지 시킬 수 있다. 

 

•다중채널의 보안 안전성 및 확장성 연구 

 일반적으로 같이 이중 채널을 동일한 공격자가 동시에 장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채널을 삼중, 사중으로 확장하면 그만큼 공격자에 의한 정

보유출이 차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공격자는 모든 채널을 장악해야지만 사

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채널 확장성에 대

한 가능성은 존재한다. 입력모듈을 추가하거나 출력모듈을 추가함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입력모듈이 많아지면 사용자의 불편성이 증가하므로 출력모듈을 증

가시켜서 보안을 강화 시킬 수 있다. PC에서만 보여주었던 키 자판 배열을 별도의 

화면(스마트폰)에 분할하여 보여주고 키 입력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구현하여 삼

중채널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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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결과보고서 

4.1 문제정의 

전자금융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가령, 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계좌정보, ID/PWD, 통장 비밀

번호 등을 PC 입출력 장치-주로 키보드나 마우스 클릭-를 통해서 입력한다. 이때, 

공격자가 PC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라면 어떤 값이 입력되는지를 알아 낼 수 있

다. 이 문제는 OTP를 이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현재 OTP는 강력

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자가 출금이체 계좌번호를 입력하

거나 외우고 있는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생성된 OTP 숫자도 사용자가 PC에 입력하는 순간에 공격자에게 일차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멀티채널을 이용해서 한 쪽 채널로는 일회용 키패드 배열을 사용자에게 알려(출

력)주고, 다른 채널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 서버로 전송해줌으로써 사용

자 입력 정보가 공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멀티채널 중 적어도 한 채

널은 동일한 공격자에게 장악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가정은 기존의 멀티채널 방식에서 받아들여져 왔으며, 필요에 따라서 멀티채널의 

종류와 수를 늘림으로써 보안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림 2]계좌이체 시스템 흐름도 

 

 [그림 2]는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서비스의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금

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 인증서 혹은 등록 되어있는 ID/비밀번호를 이용

하여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완료한 뒤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입력한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서버는 보안카드 

혹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요구한다. 사용자 인증이 정상적으로 

수행 될 경우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뒤 계좌이체를 정

상적으로 완료된다. [그림 2]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용자를 인증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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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다.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ID/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 보

안카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입력 값들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다. 하지만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처

리과정이 단일채널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이 공격자에게 장악당 할 

경우 사용자 입력정보가 쉽게 공격자에게 노출된다.  

 

4.2 시스템 구성도 

 
                      [그림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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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력하고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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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프로세스 설계 

4.3.1  OTP설계 

기존의 OTP방식과는 달리 멀티채널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흐름을 다음과 같다. 

 

 
[그림 4] OTP를 이용한 로그인 구성도 

 

 사용자가 거래요청을 하면 서버는 서버 자체에서 OTP를 생성한다. OTP생성 과정

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OTP 생성 과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멀티채널을 이용한 가상키보드 

팀 명 Huckleberry P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NOV-22 

 

캡스톤디자인 II Page 15 of 28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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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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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리의 OTP를 생성한다. 이때 사용자는 ID 입력을 위해 서버와 세션을 맺고 있

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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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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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정보를 통해 생성되므로 OTP를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다. 또한 OTP를 

입력하고 인증이 완료되는 순간 PC 와 서버 사이의 세션은 끊어지고 OTP의 유효

성도 사라지므로 보안이 더욱 강화된다. 

 

나. 해커에 의해 스마트폰과 서버 사이가 장악 당하는 경우 

 서버는 서버자신과 연결되어있는 세션을 통해 OTP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서버로

부터 전달 받은 OTP값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4.3.2  가상키보드 설계 

계좌이체 시 사용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입력하기 위해 멀티채널을 이용

한 가상키보드를 설계하였다.  

 

 

 
[그림 6] 재설계한 가상키보드 설계도 

 

사용자는 계좌이체 양식을 완성하고 이후에 이체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한

번 더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가상키보드를 요청하면 서버는 서버 자체적

으로 가상 키보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 전송하면 스마트 폰 어플리케

이션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자판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 대한 내부 

동작 프로세스의 시스템 흐름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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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상키보드 생성 프로세스 

 

가상 키보드는 서버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서버의 고유 ID와 시간정보, 사용자

가 서버와 맺고 있는 sessionID를 input값으로 하는 SHA-1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40자리의 문자열을 생성한다. 생성된 40자리의 문자열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소통 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전송되고, 문자열을 수신한 어플리케이션은 비밀번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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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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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생성한 키 하나씩을 매칭시킨다. 즉, 키 하나에 4자리의 문자값을 갖고있다. 사

용자는 웹 브라우져를 보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비밀번호가 전송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리에 매칭된 문자열이 전송되는 것이다. 비밀번호 전송 시 

서버와의 소켓통신을 하여 전송하고 전송할 때는 HMAC으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전송하는 시스템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HMAC 동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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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

으로 메시지가 변조될 수 있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메시지가 바뀔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내용과 서버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와 해시 함수를 통해 MAC을 생성하고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사용

자의 스마트폰이 MAC을 생성한 방식과 동일하게 등록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통

해 MAC을 생성한다. 생성한 MAC과 수신한 MAC을 비교하여 두 값이 동일한 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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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서버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등록된 값과 동일

한지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에 해커에 의해 패킷이 캡쳐 되더라도 

안전하고, 서버입장에서는 올바른 비밀번호 입력 여부와 메시지의 무결성까지 체

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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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능설명 

4.4.1  로그인 

 
[그림 9] 메인 웹페이지 

인터넷 뱅킹 사이트이다. 

 

 
[그림 10] 로그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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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한다. 로그인은 OTP

방식을 이용한다. 아이디를 입력하여 서버로부터 OTP를 요청한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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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OTP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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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TP입력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OTP코드를 웹 페이지에 입력한다. 

 

 
[그림 14] 로그인 완료 

OTP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사용자이름과 함께 환영 문구가 나오고 이후에 인터

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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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개인뱅킹 

 
[그림 15] 개인뱅킹 페이지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뱅킹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그림 16] 개인 뱅킹 페이지 정보 입력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사용자의 계좌 정보와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송금

할 금액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 가상키보드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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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웹 페이지의 가상 키보드 

가상키보드를 요청하면 서버는 자체적으로 가상키보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스

마트폰에 키보드를 전송하기 위해 구글의 C2DM서버에 전송한다.  

 

 
[그림 18] 어플리케이션의 가상 키보드 요청 및 가상키보드, 비밀번호 전송 

서버로부터 키보드를 수신하면 어플리케이션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키 자

판을 생성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서버와 소켓통신

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한다.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다음과 같이 비밀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했다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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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계좌 이체 완료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사용자의 웹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결제 내역확

인페이지로 이동하고 확인을 누른 경우 비로소 거래가 정상처리 되었다는 메시지

와 함께 거래가 완료된다. 취소를 누른 경우 거래가 중간에 취소되고 메인페이지

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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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완료되면 서버는 송금자와 수

신자의 어플리케이션에 거래내역의 내

용을 전송한다. 송금자는 거래내역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수신자는 누

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지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메시지 내용은 어플

리케이션에 저장된다. 

[그림 20] 어플리케이션 조회 화면 

4.4.3  예금조회 

  

[그림 21] 예금조회 페이지 

사용자가 거래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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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예금조회 계좌 정보 입력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계좌번호, 기간, 조회 순서를 선택한다. 

 

 
[그림 23] 예금조회 결과 화면 

입력한 기간대로 거래한 내역을 출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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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평가 

5.1 실용성 및 우수성 

5.1.1  실용성 

현재 많은 인터넷 뱅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리성에서는 다소 부족할 지 모

르나 보안성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용성이 있다고 판

단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수행 할 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거래 완료 시 자동으로 거래에 대한 기록을 어플

리케이션에 저장 함으로써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1.2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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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였듯이 멀티채널이 동시에 해커에게 장악 당하는 것은 극히 작은 확률이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멀티채널이 동시에 해커에게 장악 당할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모델을 설계 하였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보안은 

상당히 믿을 만 하다. 

 

5.2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5.2.1  발전 가능성 

가. OTP 자체 삭제 가능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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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구현 할 것이다. 

나. Google Places API 사용 

- 추후 Google Places API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가 거래했던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 할 수 있다.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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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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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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멀티채널을 이용한 가상키보드 

팀 명 Huckleberry PI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NOV-22 

 

캡스톤디자인 II Page 28 of 28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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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보고서 전자금융 신 인증기술 연구보고서 
금융보안

연구원 
2011. 3   

2 보고서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서비스 발전 

방안연구용역 

금융결제

원 
2011. 8   

3 논문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문서변조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법 고찰 

정보보호

학회지 
2010.12 맹영재  

4 논문 
MITM 공격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OTP 적용환경의 취약점 연구 

정보보호

학회지 
2011.12 맹영재  

5 논문 키로그 방지를 위한 가상키보드 시스템 

보안공학

연구논문

지 

2010. 8 백금옥  

6 기사 
국정감사장에서 뚫리고 인터넷 뱅킹도 

뚫리고…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

p?idx=27855  

7 기사 스마트폰 전자결제 다채널시대(상) 
http://www.boan.com/news/articleView.ht

ml?idxno=1720  

8 기사 
'2012 년 1 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2012.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