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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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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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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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구조도(3/3) 



OTP를 이용한 로그인 

주요 프로세스 설계(1/4) 



OTP 생성 과정 

주요 프로세스 설계(2/4) 



가상 키보드 설계 

주요 프로세스 설계(3/4) 



가상 키패드 생성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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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안전성 및 확장성 

 안전성 

   - 첫 번째 시나리오 : 인터넷-PC 가 장악 당하였을 경우 

멀티 채널일 경우 입력한 데이터는 

3G망을 통해 전송되어 안전 



안전성 및 확장성 

 안전성 

   - 두 번째 시나리오 : 3G-스마트 폰이 장악 당하였을 경우 

 

공격자가 사용자의 키 패드의 위치와 입력 순서를 알 수 있지만 자판의 의미

를 알 수 없다. 

 



안전성 및 확장성 

 확장성 

   - 장악 당할 확률 : p 

      채널의 개수 : n 

      공격자가 정보를 알아낼 확률 : q 

       q = p^n 

 

    - 이중 채널도 충분히 안전 하지만 채널을 늘릴 수록 더욱 안전해진다. 



결과화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페이지 일회용 비밀번호 전송화면 



결과화면 

일회용 가상 키 패드 출력모듈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가상 키패드 입력모듈 



공모전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