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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종래 전자금융거래의 인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OTP단말기 보급의 한계점을 해소하면서 사용자 편의

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미 2000만대 이상 보급된 스마트 폰과 일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언제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방법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Lock-Unlock 인증방법

은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자금융 사고거래(피싱, 해킹, 단순 공인인증서 및 OTP 도용, ATM 인출,

ARS 인출 등)를 차단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이다. 제시된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실제 금융거래시 사고거래를 최소화하고 전자

금융거래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핵심용어 안전한 금융거래, 스마트 기기인증, 금융계좌 잠금, 전자금융거래, 피싱 방지, 공인인증서 대체, OTP 대체

ABSTRACT This study can be solved a means of authentic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e suggest that smart devices can

be useful to authenticate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Our new authentication method named Lock-

Unlock authentication method with smart devices. This method will be expected to reduce many kind of accidents (theft, phishing,

hacking, certificates and simple certified OTP, ATM withdrawals, ARS, etc.) by account locking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helpful to users can effectively prote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minimize the accident during get a electronic trading.

KEYWORDS account locking, smart device authenticat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ne time password, anti-phishing, accredited certificate

1. 서 론

최근 급격하게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기존 인

증수단이 가진 제약을 극복하고 장소 또는 시간에 구애받

지 않는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인증방안을 제시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신청받은 전자금융

거래계좌를 상시 잠금하는 개념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잠금해제 인증을 구현하고 이러한 인증방법이 전자금융

거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자금융 사고거래(피

싱, 해킹, 단순 공인인증서 및 OTP 도용, ATM 인출, ARS

인출 등)를 차단하는 새로운 인증방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인증에 대한 연구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활성화 되면

서, 전자금융 이용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들의 빠른 보

급에 힘입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서비스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그 편리함으로 스마트 단말기를 이

용한 전자금융 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금융의 이용확대 못지않게 전자금

융 거래를 목표로 한 해킹 또는 공격은 점차 증가되고 있

으며, 공격기법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보안성이 강하면서도 전자금

융거래 사용자의 이해 및 사용이 어렵지 않은 안전한 인

증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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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 개요

대한민국에서 전자금융거래 인증에 대표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보편적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으로 그 자체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Web Browser

에서 동작하는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해진 플

랫폼에 종속되고 특정 Web Browser의 보안 취약점으로

우회 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OTP (One Time Password) 역시 높은 보안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별도의 OTP 발생 장치

를 별도 보급하고 사용자는 상시 휴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OTP 장치의 보급과 확산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별개의 장치보급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新전자금융 인증수단을 제시하

고자 한다. 

2.2 전자금융거래 인증 현황

2.2.1 공인인증서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거래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

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인인

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에 따라 발

행기관 식별정보, 가입자의 성명 및 식별정보, 전자서명 검증

키, 인증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포함된 내용을 보증하는 전자서

명 값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한 값을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증하고, 전자서명

생성자의 신원 확인 및 거래에 대한 인증을 제공한다. 이

러한 공인인증서는 2002년 9월부터 인터넷 뱅킹 및 인터

넷 트레이딩 등 전자금융 거래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

게 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는 온라인 증권거래에 공인

인증제 의무시행이 도입되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홈 트

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온라인 증권거래가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방법의 높은 보급률과

이론적인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웹 브라우저와 플랫

폼에 종속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에서의 서비스가 불가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Active-X, 특정 OS 종속 등 비 표준 기술로 구현된 프로그

램을 기반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오히려 사용자 PC에 다른

악성코드 감염되는 등 다른 보안위협을 높이는 것으로 연

구되고 있다.

2.2.2 One Time Password

One Time Password (일회용비밀번호, 이하 OTP)는 인

증할 때마다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패스워드를 생

성하는 인증 수단으로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해서 사용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 또는 재사

용 공격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일

반 패스워드와는 달리 단방향 암호 기반의 해시 패스워드

를 사용하고 그 세션이 끝나면 암호는 변경, 폐기되어 패

스워드 유출로 인한 사고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내 전자금융 거래에 적용된 OTP 기기는 2012년 2/4

분기 기준으로 약 600만개의 OTP 발생기가 보급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P 통

합인증센터 참여 회원사는 은행 19개, 증권 47개 등으로

다수의 회사에서 OTP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

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금호

종합금융, 외환선물을 포함해 6개의 기타 금융회사에서

도 OTP를 금융거래 인증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패스워드의 반복 사용하거나 패스워드

누출되는 경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OTP는 금융사기수법인 피싱(Phishing), 패스워드 도용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

은행 등에서 보급 중인 OTP 인증장치는 별도의 제작 및

보급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OTP 보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OTP를 주로 보급하는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 사

용을 위해 OTP 발급을 신청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부분의 고객에게 3000원에서 최대 2만원에

육박하는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

폰 USIM 카드에 OTP를 내장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OTP’ 등이 사례로 연구되기

도 하였다. 

2.2.3 보안카드

보안카드(그림 5)는 전자금융 거래시 사용자가 카드에

인쇄된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금융회사는 별도 관리하는

35개 이내의 난수가 적혀진 숫자카드이다. 

보안카드는 사용자가 알고 있는(소지한) 정보를 이용하

여 사용자에게 요구한 응답에 대해 질문한 번호 답변과

그림 1. OTP 입력 예시(출처: OO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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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인증할 수 있는

소지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은행과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2.3 금융거래사고 및 연구필요성 

2.3.1 전자금융거래 사고사례

그러나 2005년 이후 이러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사

용이 조합된 인증방식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해킹한 사고

가 발생하는 등 인증의 문제점이 노출(그림 3) 되었다. 

따라서 보안카드 내에 2개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방

식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보안카드 사용방식을 보완하여

기존의 30여개의 비밀번호조합을 1000여개 이상으로 조

합하도록 강화하도록 하고 OTP등의 보급을 재촉하는 등

은행 인터넷 자금이체 및 증권거래등 주요 전자금융거래

시에 보안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공인인증서 유출 

현재 보편화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만을 통한 One Channel

Communication 거래로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하는 컴퓨터

(PC)가 공격자에 의해 제어되는 상태에서는 인증이 무력

화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정보들이 노출될 가능

성이 높다.

기존의 PC해킹으로 인한 유출사례를 살펴보면 공격자는

사전에 감염시킨 악성코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

공인인증서¦(NPKI) 파일’과 ‘입금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탈취한다. 이런 악성코드는

인터넷뱅킹 이용에 사용하는 인증서 로그인 입력창을 별도

복제 화면으로 입력을 유도하는 등 고도로 발달되고 있다.

악성코드는 지정된 국내 은행과 관련된 인터넷 익스플

로러 창이 활성화되는 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은

행별로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탈취 등 지

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인인

증서와 보안카드 번호에 의존한 기존의 인증수단은 인증

서의 유출이 가능한 구조임이 노출되어 국내 전자금융거

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피해 사례를 기

록하게 되었다(그림 5).

2)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

또한 해킹이나 공인인증서 탈취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

용한 공격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ATM 현금인출

등의 과정을 노린 보이스피싱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005건에 달하며, 전

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로 피해액도 240억원으

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2.3.2 연구필요성 및 선행연구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

속된 PC만을 통한 One Channel Communication 인증거래를 개

선시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PC와는 별도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기기)을 이용한 Two Channel Communication

인증거래로 개선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PC

가 공격자에 의해 제어되는 상태에서 인증이 무력화되어

도 의도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최

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2. 은행보안카드(출처: OO은행)

그림 3. 해커에 의한 보안카드 유출(출처: 중앙일보)

그림 4. 조직적인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대량 수집 해킹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5권 제1호

24 김광진·이성중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스마트폰 Lock-Unlock 인증

수단은 이러한 스마트 폰(아이폰, 갤럭시S Series, 옵티머

스 Series 등) 또는 스마트기기(아이팟,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갤럭시 플레이어 등)를 이용한 Two Channel Communication

인증거래를 이용하여 기존 인증방식의 범용성과 편의성

한계를 극복하며 보안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인증수단이다. 

2011년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

용자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하였

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2,28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높은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방안을 제시한다면 지난 10여년간 600

만대 수준에 그친 OTP보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사

점이 있다 판단된다.

이미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보안연

구원에서 2011년 전자금융 新인증기술 연구보고서를 통

해 제안한 USIM 기반 인증기술의 경우에는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제어

하고 있는 통신용(UIM 카드(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상의 제약로 인해 OT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와 기술적, 업무적으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USIM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반드시 필

요하며, 3G 또는 LTE 망 이용요금 및 관련 비용지불이 필

요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3. 새로운 거래인증에 대한 연구

3.1 스마트 Lock-Unlock 인증

스마트 Lock-Unlock 인증 구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

거래 사용자가 사전에 별도 신청한 계좌를 상시 잠금(Lock-

In) 상태로 전환하여 24시간 * 365일 전자금융거래를 거

부하는 상태로 유지하였다가 미리 등록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인증 방법을 통해 제한된 거래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계좌 잠금해제(Unlock)를 시행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전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승인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스마트 Lock-Unlock 인증 방법은 고객이 신청

한 계좌를 상시 잠금상태(Lock-In)로 유지하도록 하여 본

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자금융 거래(피싱, 해킹, 단순

공인인증서 및 OTP 도용, ATM 인출, ARS 인출 등) 피해

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 방법이다. 

스마트 Lock-Unlock 인증수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인터넷뱅킹 관련 악성코드(출처: nprotect.com)

그림 6.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출처: 이코노믹 리뷰)

그림 7. 스마트 Lock-Unlock Two Channel Communication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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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자금융거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계좌에 대해

24시간 * 365일 상시 잠금(Lock-In) 상태를 유지하여 사용

자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전자금융 거래(피싱, 해킹, 단순

공인인증서 및 OTP 도용 등) 및 기타 비대면 거래(ATM,

텔레뱅킹 등)의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변경시에도 은행 창구에서의 현재의 인장

분실 및 비밀번호 변경등과 같이 본인인증 및 대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를 재신청, 변경(Release) 또는 해제

(Unlock)를 할 수 있는 안정성 높고 편리한 인증 방법이다. 

둘째, OTP 보급의 제약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새로운

기기나 단말기를 도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기 보급

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국내에 2000만대 이상이 도입된

스마트기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과 같이

이동통신사가 제어하고 있는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

지 않아 금융회사의 APP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 쉽고, 등록

및 인증시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서비스에 의존적이지 않으

며 기존의 Wi-Fi 또는 3G망, LTE 망을 모두 활용이 가능

하여 인증비용이나 통신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 더불어

USIM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스마트 기기(아이팟, 아이패

드, 갤럭시 탭, 갤럭시 플레이어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하

므로 확장성이 우수한 인증방법이다.

넷째,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손쉬운 사용상의 이해가

가능하고 사용자 관점에서는 마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

이션처럼 동작시켜 기존의 OTP의 대체 수단으로 쉽게 이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통신사가 제어하고 있는

통신용(UIM 카드: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3G 또는 LTE 망 이용요금 및 관련

수수료 지불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

3.2 스마트 Lock-Unlock 인증 방법

스마트 Lock-Unlock 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가 먼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전자

금융거래 사용자가 본인의 스마트 단말을 등록(은행, 증

권사 창구에서의 대면등록 및 인터넷 비대면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 시행시에 등록된 스마트 단말을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법으로 등록과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프로

세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스마트 Lock-In

등록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적극적인 연령 층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지속적으로 대중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2.1 스마트 단말 등록

스마트 단말을 등록은 창구에서의 대면등록도 가능하

나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등록시는 먼저 해당 금융기관

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마트 Lock-In 애플리케

이션(패키지)을 내려 받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기존 전자금융거래

인증을 이용하여 스마트 Lock-Unlock 인증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을 이용하여 개인별 디바이스 정보 및 토큰 정보

를 등록한다. 

이때 개인별 디바이스 정보 및 토큰 정보를 등록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송되는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해

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통합인증센터(공동인증기

관)로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Lock-Unlock 인증 애

플리케이션(패키지)의 상의 계좌정보와 개인별 디바이스

정보 및 토큰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받은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인증 및 잠금해제(Unlock)를 위한 배타적

인증정보로 사용한다. 

스마트 Lock-Unlock 인증 애플리케이션(패키지) 등록

및 발급은 (그림 8)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PC에서 금융사로 스마트

Lock-Unlock 인증 서비스 가입 신청 

② 사용자는 스마트 단말에 애플리케이션(패키지) 다운

로드 및 설치

③ 스마트 단말의 통지 애플리케이션(패키지)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보안카드 번호 및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사용자 정보 입력

④ 스마트 단말의 개인키 생성 

⑤ 금융회사로 스마트 단말로 디바이스 토큰 전송

⑥ 등록받은 디바이스 토큰 및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사용자 정보를 검증

⑦ 금융회사는 검증된 정보를 통합인증센터(서버)로 전송

⑧ 통합인증센터(서버)는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정

보를 검증 후 서버에 저장

그림 8. 스마트 Lock-In 단말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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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통합인증센터(서버)는 금융회사로 등록 결과 전송

⑩ 금융회사는 사용자의 스마트 단말로 등록 완료 메시지

전송

 

3.2.2 스마트 Lock-Unlock 인증

등록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인증과정

은 (그림 9)와 같다. 통합인증센터에 승인 값을 전달하여

복호화, 검증 후 최종 승인을 받는 스마트 Lock-Unlock 인

증과정을 도식화하였다. 

① 사용자는 금융회사의 인증서버로 인증 요청

② 금융회사의 인증서버는 통합인증센터로 승인조회

③ 통합인증센터는 인증 값을 기 등록된 스마트폰의 고

유식별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공개키로 암호화한 승

인 가 ·부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전송

④ 승인 가 ·부 메시지를 스마트폰의 개인키로 복호화

하여 메시지 내용을 검증하고 승인 가·부 여부를 질

의하는 메시지 출력

⑤ 사용자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 통합인증센터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 승인 값을 금융회사로 전송

⑥ 금융회사는 통합인증센터에 승인값을 전달하여 복

호화, 검증 후 최종 승인

⑦ 승인된 계좌의 일시적 잠금해제(Timely Unlock)

계좌에 대한 인증과 승인이 완료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일시적 잠금해제(Account Timely Unlock) 시간은 합

리적 이내에서 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사전

에 선택하게도 할 수 있다(10분, 30분, 1시간 등). 이때 인

증신청을 위한 메시지는 전자금융거래 신청시마다 새로

운 세션 키를 생성하여 정해진 시간(1분) 내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세션은 자동 종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상의 보안성도 함께 고려 되도록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인증과정

(그림 10)은 3G 망과 LTE, Wi-Fi망에서 제약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모든 통신은 안전한 보안 알고리즘으

로 암호화(Secure Socket Layer 및 Encryption Key Exchange

기술)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그림 9. 스마트 Lock-Unlock 인증 절차

그림 10. 스마트 Unlock 승인

표 1. 기존 OTP와 스마트 Lock-Unlock 인증 비교

인증 기존 OTP 단말기 스마트 Lock-Unlock

휴대 편의성 불편 (별도 휴대) 편리 (스마트폰 이용)

발급 비용 고가 (약 5천 ~ 2만원대) 없음(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입력 방식 불편 (PC에 비밀번호 입력) 편리 (터치 방식)

통신 방식 저렴 (인터넷 이용) 저렴 (3G, LTE, Wi-fi)

사용자 인식 불편 (별도소지, 비용 등) 우수 (편리)

보급 현황 저조 (10여년간 600만대 보급) 우수 (2~3년간 2280만명 소지)

지원 단말기 제한 (금융권 OTP로 국한) 우수 (아이 패드, 아이팟 터치, 갤럭시 탭 등 다수)

기능 확장성 제한 (단말기 교체) 우수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키알고리즘교체 불가능 가능

보안성 우수 (인증) 우수 (인증)

분실/도용 사고탐지 불가능 스마트 디바이스 정보 추적

오프라인 거래보호 불가능 가능

Push기능 불가능 사용자가 의지하지 않은 인출시도 또는 이체시도를 사용자에게 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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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금융계좌 잠금 및 해제 거래 수단의 편의성

기존 One Time Password(OTP)의 경우에는 인증 기능만

을 위해 별도의 매체(OTP 발생기)를 개별 사용자에게 보

급해야하며, 매체 분실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높

은 초기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용사고 예방 등에 상대적으

로 취약성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 스마트 Lock-Unlock 인

증의 경우 이미 보급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 휴대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아래(표 1)와 같이 다

양한 장점 및 애플리케이션(패키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다양한 기능을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Lock-Unlock 인증 방법은 고객이 신청한

계좌를 상시 잠금상태(Lock-IN)로 유지하도록 하여 전자

금융거래 사용자 및 계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자금융 거래(피싱, 해킹, 단순 공인인증서 및 OTP 도용,

ATM 인출, ARS 인출 등)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3.2.3 금융계좌 잠금 및 해제 거래 수단의 우수성

스마트 Lock-Unlock 인증방식의 적용성, 편의성은 금융

보안연구원에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에 新인증기술을 도

입시. 검토되어야할 항목 및 방법을 제시한 “전자금융 新

인증기술 연구보고서”에 따른 결과(표 2)와 같이 제시되

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Lock-Unlock 인증의 보안성은 “전자

금융거래 심의 기준” 및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

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스마트 Lock-Unlock

인증의 보안 우수성은 전자금융거래 심의 기준에 적합하

며 인증, 무결성, 암호화, 부인방지 등의 보안기능 등을 온

라인 업데이트로 수시로 강화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표 3).

표 2. 적용성 및 편의성 검토 항목

검토 항목 세부사항 검토

적

용

성

적용 가능성 iPhone, Android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 가능함 매우우수

적용 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OTP단말기 배포에 따른 기회비용 보다 적음, Wi-Fi를 이용한 전송으로 SMS를 

위한 통신비용 절감
매우우수

기술 중립성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므로 스마트 폰의 표준 기술을 따름 매우우수

인프라 활용성 기존의 Wi-Fi, 3G 또는 LTE망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없음 매우우수

편

의

성

소지 편의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매체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사용자가 언제나 소지하고 있어 소지 편의성이 높음 매우우수

사용 편의성
다른 모든 보안매체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스마트 폰 인증의 경우, 

간단한 터치만으로 거래내역을 비롯해 승인, 거부 기능 제공으로 편의성이 우수
우수

발급 편의성
스마트 Lock-Unlock 인증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발급, 재등록이 가능하여 기존의 보안카드와 연

동 등 발급 편의성 우수 
우수

관리 편의성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보안 기능 탑재가 가능하여 관리상 효율성이 높음 매우우수

교육 편의성 직관적인 UI를 제공으로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용가능 우수

표 3. 보안성 검토 항목

검토방법 세부사항 검토

기

밀

성

세션제어
스마트기기 승인 메시지는 전자금융거래 신청할 때마다 새로운 세션 키를 생성하며 정해진 시간(30초) 

내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세션은 자동 종료
매우우수

E2E
암·복호화 알고리즘은 국가 표준인 SEED 128비트 대칭키 블록알고리즘 사용하며, 암호화 구간은 스마

트폰 단말기(End)에서 금융회사 서버(End)까지의 모든 구간을 암호화 통신
매우우수

무

결

성

거래조작
공개키 암호화를 기반으로 계좌이체 등의 행위를 승인 및 잠금해제 해주는 구조로 거래조작 불가능

- SHA-1(Secure Hash Algorithm) 이상의 알고리즘 
매우우수

로그관리

스마트 Lock-Unlock 인증은 다음과 같은 로그를 기록하여 승인 로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접근·거래·변

경·승인 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간까지 보관

- 사용자의 접속정보(IP, MAC값, 단말기 번호 등)

- 거래 서비스명, 거래날짜(년월일)와 시각(시분초)

- Time Stamp 및 거래 세션번호

- 거래처리 성공 및 실패원인 등

매우우수

부

인

방

지

사용자, 

단말기

인증

스마트기기 등록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전자금융거래 사이트에서 등록을 신청하며, 스마트

폰에는 영업점에서 대면확인 후 발급받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로 사용자 및 단말기 인증의 

보안성을 만족

우수

MITM
스마트 Lock-Unlock 인증은 금융회사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전송 값을 통합인증센터에서 검증하는 

절차로 잘못된 승인이 불가능한 구조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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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연구하고자 수행하였다. 제시한 스마트 Lock-Unlock 인증

방법은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자

금융 사고거래(피싱, 해킹, 단순 공인인증서 및 OTP 도용,

ATM 인출, ARS 인출 등)를 차단하는 새로운 인증방법으

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매년 급증하는 금융거래 도용

이나, 피싱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원하지 않는 자금 인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사

용자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전자금융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

단하는 새로운 인증방법의 구현에 이미 2000만대 이상 보

급된 스마트 폰과 일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서 국내외 어디에서든 손쉬운 스마

트 Lock-Unlock 인증이 가능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방법을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구현하고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의 계좌상시 잠금을 가능

하도록 한다면 연구된 기능 이상의 융합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상용

화 및 상용구현을 위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

2010. 05.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IT감독팀), “전자금융 및 정보기

술부문 서비스별 보안성 심의 기준”, 인터넷 전자금융, 2007.

05.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2010. 06.

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 新인증기술 연구보고서”, 2011. 03.

김광진,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정 잠금 시스템 및 그 방법”, 공

개특허 10-2012-0006696, 2010. 07.

박지현,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관련

주요이슈 및 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1호 pp.33-58,

2010. 07.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ActiveX 대체 기술 가이드라인”, KISA웹기술지원센터,

2011. 03.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2011년 국가정보보

호 백서”, 2011.05. 

서승현, 강우진, “OTP기술현황 및 국내 금융권 OTP도입사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pp.18-25 ISSN 1598-

3978 KCI 등재, 2007. 06.

아이뉴스24, 금융보안연구원 “OTP 이용자수 600만명 돌파”,

2012. 07.

정철화, “양방향 Two way 인증및 거래내역 관제를 통한 전자

금융거래 보안의 한계 극복”,  2011년 전자금융 인증기술의

미래 세미나, 2011. 06.

중앙일보, ‘인터넷 뱅킹’ 털렸다…해킹프로그램 자동 설치

5000만원 빼내, 2005. 06.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

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