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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하기 하여 OTP(One-Time Password)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ID와 고정된 

패스워드의 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OTP 한 간자공격에 취약하여 패스워드 노출 문제가 발생하

고,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6~8자리의 OT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릿수를 알았을 경우 사  

공격  추측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기존의 OTP는 OATH와 RSA에서 연구하고 있어 두 가지 표 으

로 구분된다. 그  OATH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RFC 4226에 기술되어 있는 HOTP는 Hash-based MAC

을 이용하여 안 한 OTP를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HOTP도 자릿수(Digit)가 고정되어 있어 사  공격 

 추측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방식은 HOTP의 자릿수를 가변 으로 생성하는 R(Random 

digit)-OTP를 생성함으로써 제 3자의 공격으로부터 안 하게 하 다.  

1. 서론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서 오 라인의 서비스

들이 온라인 서비스들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

자를 인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ID와 패스워드가 가장 

기반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지정

해 놓은 패스워드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련이 있는 

숫자  문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주 갱신하지 

않고 고정된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의 인 제 3

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하여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OTP(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여 고정된 패스워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OTP는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의 패스워

드를 생성하는 린-OTP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

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융 거래로 기존에 사용하

던 보안 카드를 체하고 있다. 재는 이체 한도를 기

으로 이체 한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보안 카드 신 

의무 으로 OTP 토큰을 발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많은 분야로 OTP의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응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일반 인 종류는 작은 토큰

형 OTP이다. 그러나 휴 의 문제가 두됨에 따라서 신

용카드 모양의 카드 OTP가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IC 카드와 주 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소리를 OTP로 사용

하는 보이스 OTP가 사용되고 있다. 한 휴 의 불편함

을 해결하기 하여 사용자의 휴 폰에 OTP 생성 소 트

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휴 폰에서 OTP를 생성하는 모바

일 OTP가 있다. 이와 같이 OTP의 다양성에 따라 응용 

분야도 차 늘고 있고, 패스워드가 노출되었을 경우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므로 안

하다는 장 이 있지만 OTP 방식  Challenge-Response 

의 경우 MITMA(Man-in-The-Middle Attak)이 가능할 

수 있으며 부분의 OTP 토큰에서 생성되는 6자리～8자

리는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사  공격으로부터 취약

하다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OTP의 보안을 더 강화하기 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Digit를 설정하지 않고 매 세션 

가변 인 OTP를 생성할 수 있는 R(Random digit)-OTP 

방식을 제안한다. 입력 값을 해쉬한 후 나온 결과 값에서 

Digit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 으며 이에 따라 

악의 인 제 3자는 도청하는 세션의 OTP의 Digit를 알지 

못하므로 공격이 더욱 어려워졌다. 본 논문은 2장에서 

OTP 토큰을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3장에서는 련 연구를 기술하

며, 4장에서 제안 방식인 R-OTP에 하여 기술한다. 5장

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R-OTP를 

분석하고 끝으로 6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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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요구 사항

본 장에서는 OTP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버와 클라이

언트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과 이를 보완하기 

하여 제공해야 할 요구 사항을 도출한다.

(1) 보안 

OTP를 사용할 경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다.

◈ 도청 : 사용자와 서버 간의 통신 내용을 제 3자가 악의

인 목 에 의하여 엿들을 수 있다.

◈ MITMA(Man-In-The-Middle-Attack) : 제 3자는 사

용자와 서버 간의 송되는 데이터를 가로채 조  

변조하여 정당한 사용자로 장할 수 있다.

◈ 재 송공격 : 제 3자는 송되는 데이터를 정당한 객체

에게 재 송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값을 획득하거나 정

당한 사용자로 장할 수 있다.

◈ 서비스 거부 공격 : 값을 조  변조하여 정당한 객

체가 인증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스템이 동작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2) 요구 사항

OTP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을 보완하기 해서는 

다음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 인증 :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정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기 성 : 통신에 사용되는 요 값은 정당한 통신 객체

들만이 공유해야 한다.

◈ 무결성 : 통신되는 데이터는 조  변조되지 않도록 

보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 비트 연산의 효율성 : 연산을 할 때 비트수를 맞추어 

패딩 비트를 여 데이터 효율성을 제공해야 한다.

3. 련 연구

OTP의 표  기술은 1995년 제안된 S/Key는 RFC 1760

에 기술되어 있으며 Challenge-Response 방식을 사용하여 

OTP를 생성하 고, 이를 개선하여 1996년 RFC 1938에서 

OTP 표 을 제정하고 최종 으로 1998년 RFC 2289에서 

표 을 확립하 다. 이후 RFC 2289는 크게 OATH(Open 

AuTHentication)와 RSA(r.Rivest, a.Shamir, l.Adlemans)

에서 연구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OATH

에서는 Hash-based MAC 기반의 HOTP를 표 으로 진

행하고 있으며 RSA는 OTP 토큰의 기화와 EAP(Exten 

-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에 련된 표 을 진행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OATH의 HOTP는 

이벤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력 값으로 서버와 클라

이언트 간에 공유된 비 키와 이벤트 생성 횟수인 카운터

가 사용되며 이를 해쉬하여 값을 생성한다. 그 후 해쉬 값

에서 OTP 추출 함수를 사용하여 6～8자리 OTP를 생성

한다. 본 장에서는 련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1) OTP의 종류

OTP의 종류는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비동기화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Challenge-Response 형식으로 OTP 인증이 제공되는 방

식이고 동기화 방식은 입력 값에 따라 Time Sync, Event  

Sync, Time Event Sync 방식이 있다.

➀ Time Sync 방식

본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공유한 비 키와 동

기화된 시간 값을 기반으로 OTP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보통 1분)마다 OTP가 생성되기 때문에 서버로

부터의 인증에 실패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 한 재

시도 하기 하여 일정 시간을 기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② Event Sync 방식

본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공유한 비 키와 동

기화된 이벤트 발생 횟수 카운트를 입력 값으로 OTP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카운트는 사용자가 토큰에 있는 버튼

을 러 생성하는 횟수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사용 미숙이

나 타인의 장난으로 인한 카운트 비동기 상이 발생하여 

동기화 문제가 난해한 단 이 있다.

③ Time-Event Sync 방식

본 방식은 Time Sync 방식과 Event Sync 방식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두 방식을 조합한 방식이다. Time 

Sync 방식에서 인증 실패 시 일정 시간을 기해야 하는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일정 시간 안에서도 이벤트를 발

생시켜 기 시간을 일 수 있다. 한 Event Sync 방식

에서의 큰 문제 인 비동기화를 일정 시간마다 동기화를 

시켜 비동기 상을 이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비동기

화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2) HOTP(HMAC-based One-Time Password)

본 방식은 OATH에서 진행하고 있는 RFC 4226에 기술

된 OTP 방식이다. 2005년에 제안되었으며 OATH의 방향

에 따라 OTP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모두 개방되어 있

다. 해쉬 함수  SHA(Secure Hash Algorithm)-1을 사

용하여 OTP를 생성하고 있으며 Event Sync 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며 총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1. Generate an HMAC-SHA-1 value HS

HOTP는 입력 값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공유된 

비 키와 8바이트 카운트를 SHA-1 해쉬 알고리즘으로 

해쉬하여 160비트의 해쉬 값 HS를 생성한다.

단계 2. Dynamic Truncation

160비트에서 OTP 생성에 사용되는 실질 인 값을 추출

하기 하여 32비트를 잘라 Sbits를 선택한다. Sbits를 선

택하는 방법은 HS의 가장 마지막 4비트를 offset으로 설

정하고 HS를 8바이트씩 나 어 20개의 인덱스를 붙 을 

때  offset부터 offset+3까지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32비트

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 값이 P가 되고 P의 마지막에서부

터 31비트를 Sbits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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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Compute an HOTP value

32비트의 Sbits에서 처음에 설정한 Digit에 따라 HOTP

를 생성하는 단계로 Sbits를 10
Digit로 모듈러하여 OTP를 

생성한다. 

4. R(Random digit)-OTP 방식

OTP는 고정된 패스워드의 단 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기술이지만 온라인 서비스가 많아짐에 따라서 악의 인 

제 3자에게 패스워드 노출이  더 심해지고 있다. 따라

서 안 하게 OTP를 사용하고 인증 제공을 하여 가변  

Digit를 이용하여 악의 인 제 3자가 사  공격을 시도했

을 경우 더 많은 시간  자원이 낭비되는 R-OTP 방식

을 제안한다. 

(1) 가정사항

R-OTP 방식은 다음의 가정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유일한 비 키를 서로 공유하고 

카운트가 동기되어 있다.

◈ 해쉬 값 HS는 HS>10
Digit를 만족해야 하며 16진수 HS

를 10진수로 하여 모듈러 값을 계산한다. 

(2) 시스템 계수

R-OTP 방식은 다음의 시스템 계수를 기반으로 한다.

◈ SK(Secret Key) :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사 에 안

하게 공유된 비 키

◈ ACT(Auto CounT) :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동기화 

된 이벤트 값으로 일정 시간(보통 1분) 안에 10 에 

한 번씩 자동으로 생성되는 카운트

   - Event Sync 방식은 사용자  타인의 실수로 비동

기화 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토큰에 있는 이

벤트 발생 버튼을 없애고 모듈 안에서 10 마다 자

동으로 발생하는 카운트 값을 사용하여 비동기화의 

문제를 해결한다.

◈ HS : SK와 ACT를 해쉬하여 생성된 해쉬 값으로 

HOTP를 기반으로 SHA-1을 사용했을 경우 160비트의 

HS가 생성(R-OTP는 HOTP와 동일한 환경)

   - 해쉬 함수는 가변 일 수 있으며 가장 효율 이고 

안 한 해쉬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기 OTP

의 경우 MD4(Message Digest 4), MD5를 사용하

으며 이외에도 RIPEMD 버 들이 있다.

출력 길이 처리 단 단계 수

MD5 128비트 512비트 64회

SHA-1 160비트 512비트 80회

RIPEMD

-160
160비트 512비트 160회

<표 1> 해쉬 알고리즘 

(3) R-OTP 생성 방식

본 장에서는 HOTP를 기반으로 OTP가 생성되며 

SHA-1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HTOP와 동일하게 160비트

의 HS가 생성된다.

단계 1. Generate an HMAC-SHA-1 value HS

R-OTP는 입력 값으로 비 키 SK와 자동으로 생성되

는 ACT를 사용하고 두 값을 해쉬하여 HS를 생성한다. 

SK는 OTP 토큰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각 토큰마

다 유일한 값을 사용한다. ACT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카

운트 값으로 HOTP에서 사용되었던 카운트는 토큰의 버

튼을 러서 생성해야 하므로 비동기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하여 제품의 경우 +16의 오차 범 를 두

고 있지만 오차의 범 가 커질수록 악의 인 제 3자의 공

격에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하여 10 마다 1씩 증

가하는 자동 카운트를 사용하여 동기화를 보완하 다. 

    

단계 2. Dynamic Truncation

본 단계는 160비트의 HS에서 Sbits를 선택하기 한 

단계로 offset은 HS의 말단 8비트에서 앞자리 수와 뒷자

리 수를 XOR 연산한다. ( , 말단 8비트가 8F일 때 offset

은 0x07이 된다.)

             ⊕

            ⊕

              

P 값은 인덱스가 offset～offset+3까지로 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하며 offset이 0x07의 경우 7, 8, 9, 10번에 장

되어 있는 값을 의미한다.

Sbits는 P에서 하  31비트를 추출해 내는 값이다. ( , 

32비트 P가 A1 B2 C3 D4일 경우 A1에서 7비트를 추출

하여 Sbits는 0x21B2C3D4가 된다.)

             

              

                

             

Digit는 OTP 생성 자릿수로 Sbits의 말단 8비트에서 

앞자리 수와 뒷자리 수를 XOR한 값을 Q라하고 Q와 

offset을 XOR해서 R 값을 생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사항에 따라 HS>10Digit를 만족해야 하므로 Digit는 9이하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R>9 경우 R mod 10을 취한다. 

mod 10을 해야 9이하의 Digit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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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TP 분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보안 에 안 한

지의 여부와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것에 따라 

R-OTP 방식을 분석한다.

(1) 보안 에 따른 분석

R-OTP 방식이 다음의 보안 에 안 한지에 하여 

분석한다.

◈ 도청 : 안 하지 않은 온라인 통신 채 에서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값은 도청될 수 있으나 Digit가 매 

세션 변하기 때문에 악의 인 제 3자가 사  공격  

추측 공격을 하기 어렵고 다음 세션에 사용될 OTP의 

Digit를 추측할 수 없으므로 공격하는데 소비되는 시간 

 자원이 증가한다.

◈ MITMA(Man-In-The-Middle-Attack) : 제 3자는 사

용자와 서버 간의 공유된 SK와 ACT를 알지 못하므

로 안 하며, Hash-base MAC을 기반으로 하므로 

조  변조로부터 안 하다. 

◈ 재 송공격 : ACT는 10 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카

운트로 가변 인 값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 송공격

으로부터 안 하다.

◈ 서비스 거부 공격 : 송되는 데이터가 조  변조되

지 못하도록 해쉬 함수를 사용하 으며 Even Sync 방

식에서 가장 큰 인 비동기화를 해결하기 하여  

HOTP의 카운트 신 ACT를 사용하여 동기화를 보완

하 다.

(2) 요구 사항

OTP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을 보완하기 해서

는 다음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 인증 :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송된 R-OTP가 자

신이 생성한 OTP가 동일할 경우 인증을 제공하고 정

당한 클라이언트만이 R-OTP 값을 생성할 수 있다.

◈ 기 성 :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SK를 통신로 상에 노출

시키지 않으며 ACT 값이 동기화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객체만이 SK와 ACT를 알 수 있다.

◈ 무결성 : Hash-based MAC 기반의 OTP 생성 방식이

므로 해쉬 값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제공할 수 있

으며 다양한 해쉬 함수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 비트 연산의 효율성 : 연산 효율을 하여 연산할 때의 

비트수를 4비트로 통일하 으며 offset을 설정할 때 말

단 4비트에서 8비트로 증가하지만 4비트씩 나 어 

XOR 연산을 함으로써 4비트의 결과 값을 생성한다. 

한 Q를 offset과 XOR하기 하여 8비트의 Q를 4비

트로 압축하여 패딩 비트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 다. 

한 Digit 값이 9 과일 경우 HS보다 값이 더 크므

로 mod 10을 해 으로써 Digit의 최 값인 9를 넘지 

않도록 하 다.

6. 결론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기 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한 사용자 인증을 해

서 인증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융

권의 패스워드를 체할 OTP 기술의 사용이 증하게 되

었고 융권뿐만 아니라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하지만 해쉬 기반의 함수만으로 보

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제공하

지만 보안 인 측면에서는 취약 들이 드러나고 있다. 가

장 큰 문제 으로 비동기화 문제 악의 인 제 3자의 공격

인 MITMA가 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ACT 값을 두어 사용자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비동기화를 해결하 고  더 강

해지는 공격자들의 공격에 비하기 하여 가변 인 

Digit의 OTP를 생성함으로써 취약 을 보완하고 있다. 하

지만 융권의 피해는 돈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

력한 보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OTP 토큰  카드, 휴 폰 

등 작은 단말기에서 신속한 패스워드 생성과 보안을 해

서 경량화에 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HA-1뿐만 아니라 MD4, MD5, RIPEMD, AES 등 많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효율성  보안의 가장 최고의 정선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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