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핀테크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결제/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클

라우드 펀딩 등 모든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개

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

책은 필수적이다. 핀테크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다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물

론 기업의 존폐 위기 까지 발생한다. 하루에도 악성코드가 수백

만개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피싱/파

밍/스미싱/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은 날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

고 있다. 이렇게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Ⅰ. 서 론 

IT기술의 발전 및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에 따라 전자금융거

래가 보편화되고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중 입출금 및 

이체거래 중 89.7%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

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중 모

바일뱅킹 고객 비중은 61.8%, 전체 인터넷뱅킹 실제 이용고객 

중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은 76.1% 수준으로 모바일 사용자가 

과반을 넘어섰다[1]. 미국 IT리서치 전문기업 가트너가 전망한 

2017년 모바일 결제시장의 규모는 730조원으로 이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결제시장 선

점을 위한 각축전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4]. 

우리나라는 2013년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사고, POS시스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핀테크 시대를 맞고 있

다. 핀테크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게 결제, 송금,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

는 것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환경

에서는 ICT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된 보안

위협이 발생한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와 동

반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보안이 강구 되지 않은 불안전

한 서비스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핀테크 산업 발전에 악영

향 뿐아니라 금융서비스 근간인 신뢰가 무너지고 만다. 본고에

서는 핀테크 보안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

본다.

Ⅱ. 본 론 

1. 핀테크에 대한 이해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새로

운 금융산업을 핀테크라 정의할 수 있다.

※ 자료 : UK Trade & Investment

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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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핀테크 산업 분류

사업영역 내용 해외 사례 기업

송금·결제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

료가	저렴한	지급결제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	제고

Paypal,	Google,	Amazon,	

ebay,	Alibaba,	Tencent,	

Facebook

금융데이터

분석

개인	또는	기업	고객과	관

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

신용도	평가

(Affrim,	Billguard)	등

금융	

소프트웨어

보다	진화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자산관리

(Alibaba,	Baidu,	Tencent)	등

플랫폼

전	세계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

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

는	다양한	거래기반	제공

P2P(Peer	to	Peer)	

기반	대출(OnDeck,	Zopa,	

Lending	Clu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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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세계 핀테크(Fintech) 투자규모가 3배 이상 증

가*하며, 금융과 ICT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 핀테크 투자규모 : ’08년 9.3억 달러 → ’13년 29.7억 달러 

(액센츄어)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투자는 급증세로, 테크기업의 중심인 실

리콘밸리·런던에서 투자(’13년 실리콘밸리 $9.28억, 영국·

아일랜드 $2.65억)가 가장 활발하다. 해외 기업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본격화되고 있는데, 비교적 진

입장벽이 낮은 전자지급결제 시장에 조기 진출한 이베이(‘페이

팔’,’98년~), 알리바바(‘알리페이’, ’04년~) 등은 시장 안착*에 

하였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도 지급결제‧송금 시장에 본

격 참여하고 있다.

* 페이팔은 ’13년 매출 66억달러로 세계 온라인쇼핑 결제액 

18% 점유(KDB산업은행)

국내 기업의 경우, 모바일 전자지갑* 이용자는 크게 증가(’12

년 159만명 → ’13년 691만명, 한국은행) 중이며, 통신사가 주

도하고 금융사‧인터넷기업이 참여 확대** 중이고, 최근 정부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14.7), 카드사 가맹점(PG) 

표준약관 개정(’14.8) 및 PG사 카드정보 저장기준 마련(’14.10) 

등에 따라,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다수 개발 또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LG U+, LG CNS, SK플래닛,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 가상계좌에 화폐가치를 저장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

단 정보를 저장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 SW를 통칭하며, 쿠

폰‧멤버쉽카드 등 부가기능을 조합

** (통신사) 시럽(SKT), 모카월렛(KT), 스마트월렛(LGU+) / 

(카드사) M포켓(삼성카드), 올댓쇼핑&월렛(신한카드) 등 / 

(은행) N월렛(하나은행), 주머니(신한은행) 등

2. 핀테크 보안 위협

핀테크 이용자 편의성 중심의 서비스 출시, 금융과 IT간 기

술 융합,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신규 보안 취약점을 통해 보

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기존에는 보안을 

위해 사용자 인증, 단말 보안, 추가 인증을 사용하였으나, 결제

단계, 정보 입력 및 인증 방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

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방형 인증 프로토콜 취약점

을 이용한 ID 도용, 피싱, 파밍, 스미싱 등으로 인한 보안 사고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 APT 보안위협 증가

최근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범죄와 특정 타깃을 향한 공격이 

융합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2016년 한해

만 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칭 해킹 메일 유포, 보안업체, SK, 한

진 등 대기업 전산망 해킹, 인터파크 개인정보 탈취 등 국내에

서도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35억명, 하

루에도 악성코드가 수백만개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피싱/파밍/스미싱/랜섬웨어 등 해커는 조직화되

고 지능화되고 있다. 심지어, 악성코드를 쉽게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는 Exploit Toolkit이 암시장(블랙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 수준은 웹브라우저 등 응용 

프로그램을 넘어 복잡한 운영체제, 커널, 드라이버, 펌웨어 등 

하드웨어 수준의 취약점까지 공격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보안영역인 TrustZone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공개(2014년, 2015년)된바 있고, 2016년에

는 Intel Haswell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바 있다. 

나. ID Federation 취약점

사용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

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증 표준

인 OAuth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웹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그런

데, 이러한 개방형 인증(OAuth 2.0) 프로토콜 구현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10억명의 스마트폰 OAuth 계정들이 

원격에서 해킹에 노출될 위험에 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림 1. Oauth2.0 취약점 언론기사

그림 2. Oauth2.0 구현 취약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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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체인증 보안 위협

사람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추출하여 식별하거나 인증하

는 생체인증은 카메라 또는 지문/홍채 인식기 등 생체인식 장치

를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생체인증 기술이 각광을 받

고 있다. 이러한 생체인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고

유하고, 변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생체인

증은 측정한 결과과 사전에 등록해 놓은 템플릿 간 오차 범위로 

매칭하는 확률적인 인증방식으로 타인에 의한 인증 가능성, 서

버 등에 등록/보관된 생체정보 유출, 공개된 생체 정보를 이요

한 위조/복제 등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2014년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사진으로부터 홍채를 위조한 사

례가 있고, 실리콘 등으로 위조 지문을 만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unlock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 연방 인

사관리치 지문 DB 560만건이 유출된 바가 있다[12].

라. 간편결제 보안사고 우려

사용자 확인은 간편화하고, 부정 사용을 사후에 확인하여 보

상을 확대하는 방식의 사고율 증가가 우려된다. 해외 대표적익

인 간편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의 2014년 부정사용율은 0.3%로 

높은 수준이며, 애플페이의 부정 사용도 증가세에 있다.

반면, 공인인증서, SMS 등으로 사전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

식을 도입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부정 사용율

은 0.0002%로 해외 페이팔 보다 1,500배 낮은 보안 사고율을 

보였다[13].

마. 개인 금융정보 유출 위험 증가

핀테크 서비스는 IT회사, 금융회사, PG사 등 다양한 기업 간

의 제휴 및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금융 정보

가 금융회사에 집중되어 관리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관리 대상의 증가에 따라 기업 간의 책임 영역이 모

호해지거나 보안 관리체계의 수준이 상이한 경우 보안체계 사

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한 곳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게 되

면, 제휴 및 연계되어 있는 금융회사 전체로 보안 사고가 확산

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다.

바. SW 취약점 위협

최근 제로데이 공격, 웹사이트 해킹 등 보안패치가 발표되

기 이전에 SW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이버 공

격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 공

격의 75% 이상이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Gartner, ‘Now is the time for security at Application 

Level’, 2006. 12].

DB와 연동된 소프트웨어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

증하지 않는다면, SQL문을 조작하여 DB에 저장된 열람 권한

이 없는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거나, 디렉토리 경로 조작을 통

해 서버 내 주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서비스 앱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OS, 

플랫폼 기술과 관련한 취약점과 전통적 네트워크 및 IT 웹 보안 

영역의 위협에 함께 노출되어 있다.

3. 대응방안

핀테크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게 되므로 기

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보안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금융 정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침해요인의 사전 식별, 취약한 구간에 대한 보안조

치 강화 및 위법 사항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용자 편의성 중심의 핀테크 서

비스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

본다. 

가. Defense in Depth 보안 설계

핀테크 서비스는 IT회사, 금융회사, PG사 등 다양한 기업 간

그림 3. 웹 애플리케이션 침해사고 발생빈도

그림 4. SW 7개 보안약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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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휴 및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안 담당부서에

서 해킹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침해가 발생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알아내거나 외부에서 침해 사실을 통보하여 알게 되

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최근 보안 전문업체인 파이어아이(Fireeye)에서

는 피해 기관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20일(2015년 기준, 아태지역 기업)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

다. 해커의 침투가 발생하고 520일이나 걸려서 이를 인지한다

면 이미 해커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다[10]. 

기존 경계선 방어 방식과 방화벽, IPS, 백신 등 특정 보안 솔

루션을 맹신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보안을 구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보안 위험을 감소시키는 

위한 방안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예방 탐지, 감내 라는 Defense 

in Depth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보안 대응 방식은 악성코드의 정보에 기반을 두어 탐

지하는 방식으로 방화벽, IPS, 백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그

니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악성코드에 대해 

검출 정보(Signature, 또는 IoC : Indicator of compromise)

가 있어야만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솔루션에 적

용될 때까지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악성코드는 매번 달라져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의 공격은 PC만이 아닌 IP 카메라나 복사기 등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악성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 행위 기반 위협 대

응 방식이다. 사실 행위 기반 탐지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

니고, 이미 시장에 등장했으나 오탐이 잦고 위협에 대한 확증이 

곤란하여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 화이트 리스트로만 사

용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용자 이벤트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오탐이 

줄게 되었다. 또한 머신러닝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빠르

게 가공하여, 이상행위 중에서 심각한 악성 행위를 추출하는 정

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10].

나. 사이버 보안위협 공유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35억명, 하루에도 악성코드가 수백만

개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은 지능화ㆍ고도화되면

서 사물인터넷(IoT)으로 확대되고 있다. 각 기업들이 축적한 사

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해 공동의 보안 장벽을 쌓을 수 있다. 실

제로 이런 움직임은 벌써 가시화했다. 지난해 12월 사이버보

안 정보공유법이 발효된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매개로 위

협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8월

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위협정보분석ㆍ공유시

스템(C-TASㆍCyber Th reat Analysis & sharing System)’

을 운영하면서 정보공유 기관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C-TAS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백신업체, 포털업체, 보안관제업

체 등 정보공유 다원사들이 다양하게 활용한다. 백신업체는 공

유된 악성코드와 취약점 정보를 자체 분석해 특징을 추출하고 

백신진단제품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한다. 보안관제업체와 포

털업체는 공유된 악성URL과 IP 정보를 자사 보안정책에 적용

해 유해트래픽을 차단하는 데 이용한다.

다.  금융정보 비식별화 조치 및 종합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비식별화란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가리거나 바꾸는 작업이다. 정부가 2016년 7월

1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성장동력으

그림 5. Days until breach discovery (median).

그림 6. Defense in Depth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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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떠오르고 있다. 핀테크, 대출 신용평가와 자산관리 상담, 보

험 손해율 측정, 고객요구 파악,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등 다양한 방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1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위험을 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절차이다.

보안통제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주고 유지해야 하는 기초적인 업무이며 조직의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바탕이다[9]. 그렇다면 완벽한 보안통제가 이행되고 

있다면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재의 보안통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위협만을 막을 수 있다. 제로

데이 공격(Zero-Day)을 막을 수 있는 보안통제는 없고 신속한 

비정상 행위 탐지,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하다.

위험관리에서의 보안통제를 보여주고 있다. 위협(Threat)으

로 인한 사이버 위험은 결코 없애거나 줄일 수 없어 항상 관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없어지도록 만들 수 없다. 보

안통제는 위협(Threats)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한

다. 단지 통제(Control)만 해당되지 않고 자산관리, 취약성 관

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수립, 관리, 운영하는 보안체계의 적합

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 관리과정 요구사항 12개, 정

보보호대책 13개 분야의 통제사항 92개 등 총 104개 통제사항

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발급

한다[2].

라. SW 개발보안

SW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나 오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내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의 원인, 즉 보안 약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진화

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활동을 의미한다. 

SW개발보안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공사례로 꼽히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SDL(Secure Develop Lifecycle)은 소프트웨어 생

명주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취약점을 최대 91%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SW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대

한 법규가 제정 및 시행되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TEE(Trust Execution 

그림 7.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그림 8. 보안위험 관리 개요

그림 9.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W 개발보안 방법론

그림 10. 마이크로소프트사 SW 개발보안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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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 영역에서 핀테크 서비스

가 실행되고, 데이터가 관리되도록 구현하면, 좀 더 안전한 환

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 영역에서 핀테크 서

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 모든 일반영역의 활동이 통제되어 악

성코드 등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기기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보안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핀테크 결제 

등에 내장된 암호 모듈의 취약점(취약한 난수 사용, 구현 오류 

등)을 악용하는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을 수집하여, 화면을 복제

하여 훔쳐보고, RFID 태그를 복제하여 무단 인증하며, 암호키 

탈취하여 중요정보를 해독하는 공격 기법이 소개되었다.(CHES 

2015 등)

마. 보안성이 확보된 사용자 인증기술 적용

핀테크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은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핵심 기능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핀테크 서비스 특성

상, 다양한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인증 기술 중 보안성 및 서비스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한 인증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5].

FIDO(Fast Identity Online)와 같은 국제표준의 사용자 인증 

기술을 적용한다면, 서비스 호환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

니다. FIDO란 FIDO Alliance에서 제정한 규격으로 온라인 상

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지문, 홍채, 정맥 등 생체 인식만으

로 보안 간편하게 인증을 처리하는 표준 규격이다. 

최근 공인인증서는 금융IC카드, USIM, 보안토큰 등 안전한 저

장매체에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하여 매년 갱

신불편 해소되었고, 액티브X 없이 비밀번호 입력 불편없이 지문 

또는 홍채 등 생체인식만으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되어 우리은행 등에 상용화되고 있다[14].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

스가 제공되므로, 단말에 대한 보안성 확보는 필요하다.

바. 생체인증 보안

NIST는 생체인증 도입시 보안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타인

에 의한 인증 위협 대응, 바이오 정보 유출 대응, 위조 판별 최

소 성능 기준을 제시하였다[3].

•타인에 의한 인증 위협 대응

-   생체인증 제품의 성능 요구(EER 0.001 이하)                                                        

※ EER(Equal Error Rate) : 타인 수락률과 본인 거부율이 

동일해 지는 지점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다른 인증방식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생체인식 센서가 사용되는지 여부 

검증 필요

•바이오 정보 유출 대응 가이드

- 특징정보 추출 후 바이오 정보 샘플은 즉시 삭제

-  사용자 단말기 내부에서 저장 및 비교를 원칙으로 하되, 

외부로 전송되는 경우 바이오 템플릿 재발급 기능(ISO/

IEC 24745) 제공 

•위조 판별 최소 성능 기준 제시(90%)

Ⅲ. 결 론 

핀테크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결제/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클

라우드 펀딩 등 모든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개

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

책은 필수적이다. 핀테크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다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물

론 기업의 존폐 위기 까지 발생한다.

하루에도 악성코드가 수백만개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

전적 이득을 노리는 피싱/파밍/스미싱/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

은 날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렇듯  지능화되고 조그림 11. 공인인증서와 FIDO 생체인증 연계 기술 개념도

그림 12, 홍채인식 기반 공인인증서비스(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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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 탐지, 대응 활동을 절

차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

증방식을 선택하도록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제가 완전히 폐

지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증기술이 개발되어 국민의 선택

폭은 넓어지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이 만들어지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하

지만,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이 훼손된다면 

핀테크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동안 공

인인증서를 액티브X와 동급이자 규제의 상징으로 치부하고 글

로벌 시장에서 우리 인터넷을 유린시키는 애물단지로 여겨왔

다. 최근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와 범용 프로그램(EXE) 설치없

이 지문 또는 홍채 등 생체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비스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보

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식기술과 공인인증기

술이 융합되고 이를 국내 글로벌 기업의 단말 플랫폼과 접목시

켜 나간다면 미래 인터넷 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창조적

이고 안전한 핀테크가 우리의 땅에서도 무성하게 꽃 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은행 “2016년 2/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16.8.9) 

[2]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

부,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3]   NIST, “DRAFT NIST Special Publication 800-63-3 

Digital Authentication Guideline”(https://pages.nist.

gov/800-63-3/sp800-63c.html) (’17. 1월)

[4]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분야 발굴”p92~p119(’16. 2월)

[5]   LG CNS 김태연 차장, “핀테크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 

http://blog.lgcns.com/1228 (’16. 10.17)

[6]   LG CNS 박주환 부장, “스마트폰의 보안위협과 대응방안”, 

http://blog.lgcns.com/1106 (’16. 5.23)

[7]   LG CNS 곽규복 책임,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절차다!’라는 

말의 의미”, http://blog.lgcns.com/1255 (’16. 11. 14)

[8]   LG CNS 홍오영 차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http://blog.lgcns.com/1152 (’16. 7. 18)

[9]   LG CNS 한동훈 차장, “정보보호 관련 인증 및 평가제도”, 

http://blog.lgcns.com/1074 (’16. 4. 11)

[10]    LG CNS 행배형 책임, “차세대 행위기반 위협 탐지 방식

에 관하여”, http://blog.lgcns.com/1221 (’16. 10. 10)

[1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https://www.privacy.go.kr/edu/inf/6.do

[12]   금융보안원, “바이오인증 도입 및 운영 시 보안요구사항 

- NIST, 디지털 인증 가이드라인 중심-”(2016. 9. 12)

[13]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연구원, “유형별 카드부정사용 현

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2015. 11)

[14]   디지털타임스, “PKI 방식 공인인증서에 생체인증 결

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

no=2015120702101560813001” (’15. 12. 6)

MARCH·2017 | 21

주제 | 핀테크에서의 보안 요구사항



약   력

1998년 서울시립학교 전산통계 학사

2006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석사

2009년~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전자인증팀)

2013년~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코드분석팀)

2015년~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차세대인증산업팀)

2017년~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홍보실장

관심분야:  정보보안,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악성코드, 취약점

박�상�환

22 | 정보와 통신

주제 | 핀테크에서의 보안 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