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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신용카드 이용 액은 민간소비지출 역에서 62%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실 은 2011
년 452조원을 기록하 다. 하지만,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약 3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제 후 서명을 제 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신용

카드 결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맹 에서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는 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ecret Sharing을 기반으로 하는 NFC 모바일 결제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결제방안

은 결제 과정에서 부정사용을 원천 으로 차단하 으며, 재사용 공격, 도청 공격 등에 안 하다.

1. 서론

   국내 신용카드는 1978년 은행들로부터 도입되기 시작

해, 2003년 정부의 신용 매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카드 

이용액이 지속 으로 성장 에 있다.

   2003년 240조원의 신용카드 이용실 은 2011년 452조

원으로 성장하 으며, 신용 매 실 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 신용카드 

이용 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약 40%에 이르고 

있어, 국(약 31%), 미국(약 25%), 독일(약 7%) 등 국외 

신용카드 이용 액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신용카드 의존도

가 국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3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제 후 서명을 제 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

례가 신용카드 결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맹 에

서 서명을 확인하는 경우는 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서명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부정사

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NFC 모바일 환경

에서 Shamir's Secret Sharing 기법을 이용해 안 한 신

용카드 결제방안을 제안한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기본 개념은 고객의 신용, 경제상황 등을 기반

으로 신용카드사가 결제를 행해주고 고객으로부터 일정

일에 을 납부 받는 형태이다. 이 때, 올바른 고객이 

결제를 진행하 음을 확인하기 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 약 ”에서는 발 받은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

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 시 카드서명란에 서명

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가맹 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한, “여신 문 융업법”에서는 가맹 에서는 해당 서명

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카드서명란의 서명과 결제 시 

이루어진 서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NFC 모바일 결제

   NFC는 13.56MHz 역의 비 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쉽게 용

할 수 있어 스마트폰 보  확 와 함께 시장이 성장 에 

있다. 특히, NFC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5년 1조 7,380억 달러의 시장가치를 가진  세계 모바

일 결제 거래에 약 47%에 해당하는 8,170억 달러를 차지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NFC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스

마트 단말에서 Electronic-Wallet Application을 통해 구동

되며, SE(Secure Element)에 신용카드 정보를 담아 

RF(Radio Frequency)통신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 

결제가 이루어진다. 즉, 마그네틱 신용카드에서 류를 통

해 마그네틱 띠에 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RF 통신을 이용해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뿐, 송

되는 정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다.

- 861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4. Trusted Service Management

   TSM은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Association)의 NFC 모바일 결제 시장 활성화를 한 

‘Pay Buy Mobile’이란 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

다. TSM은 보안 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NFC 서비스 에

코시스템 심에서 이동통신사업자, 융사업자 등의 

NFC 서비스 이해 계자간 송되는 정보 공유의 역할  

CA의 역할을 담당한다. TSM의 역할은 다음 두 그림의 

비교를 통하여 간단히 알 수 있다. (그림 1)은 TSM 도입 

의 정보 송 구조도 이며, (그림 2)는 TSM 도입 후 

정보 송 구조도 이다.

(그림 1) TSM 도입 전 NFC 이해관계자간 정보 

전송 구조도

(그림 2) TSM 도입 후 NFC 이해관계자간 정보 

전송 구조도

5. 제안하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방안

   제안하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방안은 NFC 모바일 결

제 환경을 기반으로 하며, 결제 시 서명 신 E-Wallet 

Application에서 비 번호를 입력해 결제를 수행하도록 설

계되었다.

   TSM은 비 값 S를 상수항으로 하는 4차 다항식 f(x)

를 선택한다.

F(x) = S + a1X + a2X
2 + a3X

3 + a4X
4

   TSM은 4차 다항식을 풀 수 있는 f(j)값을 4개 선택하

여 f(j_1)값을 장하고, SE에게 f(j_2), E-Wallet 

Application에게 f(j_3), 신용카드사에게 f(j_4)값을 분배한

다. 이 때, E-Wallet Application은 이용자에게 PIN 

Number를 요청하며, PIN Number를 Seed 값으로 해 

f(j_3) 값을 암호화하여 장한다.

   이용자가 NFC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시 TSM은 SE, 

E-Wallet Application, 신용카드사에 기에 분배하 던 

f(j)값을 요청한다. SE는 RF 통신을 통해 TSM에게 f(j_2)

값을 송하며, 신용카드사는 인터넷 망을 통해 TSM에게 

f(j_4) 송한다. E-Wallet Application은 이용자에게 비

번호를 요청한 후, 입력받은 비 번호를 이용해 f(j_3)을 

복호화한 후 TSM에게 송한다.

   TSM은 송받은 f(j)값을 이용해, 다항식 f(x)를 풀어 

비 값 S를 도출한 후, 비 값 S가 올바르게 도출되었을 

경우 결제를 최종 승인한다.

   결제를 한 f(j)값 송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f(j)값 송 과정

6. 성능평가

6.1 부인방지  부정사용 방지

   제안하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방안에서는 결제 시 

TSM이 분배한 f(j)값들이 각 Element로부터 송돼야, 결

제가 승인된다. 이 때, E-wallet Application에서 f(j)값을 

송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PIN Number가 입력돼야 암

호화된 f(j)값을 복호화하여 송할 수 있다. TSM과 신용

카드사는 PIN Number를 입력한 행 를 신용카드 서명과 

동일 시 하여 사용자의 직  결제 여부를 단할 수 있으

므로, 기존 신용카드사용 시 서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 부인방지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6.2 소액결제를 한 확장성

   4차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f(x)는 다항식의 특성 상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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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j)값만 도착하여도 비 값 S를 풀어낼 수 있다. 재, 

소액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는 을 본 제안하는 결제방

안에 도입하 을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소액결제 시 TSM이 f(j_1)값을 제공해, 

E-wallet Applicatino으로부터 송되어야할 f(j_3)값이 필

요 없게 되고, 사용자의 비 번호 입력(서명)이 없이도 결

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6.3 도청 공격

   제안하는 결제 방안에서 f(j)값 송 시 모든 과정은 

각 Element간 비 키를 이용해 암호화 되므로, 도청 공격

에 안 하다.

6.4 상호 인증  재사용 공격

   제안하는 결제 방안에서는 f(j)값 송 시 Random 

Number를 이용해 Session Key를 생성해 각 Element간 

상호 인증을 지원한다. 한, Session Key가 결제 시마다 

변경되므로 재사용 공격에 안 하다.

6.5 동시 진행여부 단

   제안하는 결제 방안에서 f(j)값 송 시 하나의 

Element에서 송한 Random Number값을 Hash한 후, 다

른 Element에서 Random Number로 사용하도록 하여, 모

든 Element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신용

카드 부정사용을 해결하기 해 Secret Sharing을 기반으

로 하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하

는 결제방안에서는 서명을 PIN Number로 체하여 PIN 

입력이 결제 과정  필수 요소로서 입력이 되지 않을 경

우, 결제가 승인되지 않도록 해 부정사용을 해결하 다. 

이를 해 Secret Sharing 기법을 이용하 으며, 소액결제

를 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한, f(j)값 송 

시 각 Element간 상호 인증  도청과 재사용공격에 안

하 음을 Session Key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Random Number를 Chain 형태로 사용해 동시 진행여부

를 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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