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ICT의 발달로인해다양한서비스가인터넷을기반으

로제공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의하드웨어발 과사

용자의 증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해

합법 인 사용자임을 증명할 필요하다. 사용자 인증을

해패스워드나보안카드등OTP을이용하여합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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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증으로 이루어지고있지만클라이언트나네트워크에서가로채기가가능하고, 패스워드 정보가 장된서버가해킹의

험에노출되어있다. 따라서 무결성을보장할수 있는블록체인 기반기술과 OTP 기반의 안 한인증기법을제안한다.

특히, 이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은 OTP 기반의인증과사용자가가지고있는생체인증의결합으로패스워드

없이안 한인증이가능하다. 제안기법은인증에필요한생체정보를식별할수없도록다 해시함수를 용하여트랜잭션

을 생성하여 블록에 담기 때문에 서버로부터 분리되어 서버 공격에 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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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이지만 안 하지 않은 채 을 통해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에 한 수요가

증하면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해 많은

심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된 신뢰구조

를 제공하고, 무결성을 기반으로 변조가 불가능한 시

스템 구 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야로

암호화폐, Smart Contract, 보안 기록유지가가능하여

차세 인터넷 기술로 발 하고 있다[1,2].

보안이 고려되지 않는 인터넷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

과 목하면서데이터의무결성을비롯한보안서비스가

용되는 인터넷 생태계로 변화시켜 시 가 도래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트랜잭션을 암호화 기술로 보호

하고 블록에 담아 체인으로 연결되어 분산 장하고 짧

은시간에계속 으로블록을생성하는방식으로공격자

가공격에필요한시간과 자원을확보할수 없게되므로

안 성을보장받는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을통해분산

장되므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어 변조의 험

을 원천 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하여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블록에 담아

무결성을 보장받고, 인증정보를 구도 볼 수 없게 다

으로해시값형태로 장함으로써블록체인시 에맞는

사용자 인증 매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모델을

통해 요한 인증정보가 서버의 DB에 장되지 않으므

로 DB 리자에의한유출 정보오남용이나해킹된회

원테이블의 rainbow table 공격으로부터보호를받을 수

있다[3,4].

본 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블록체인

의 블록을 소개하고,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과 커버로스

인증시스템의 개념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 인증과

OTP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에 해 설명하고, 4장에

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패스워드 기반 이 인

증과 OTP 기반 이 인증을 제안하고, 제안기법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

구를 기술한다.

2. 련연  

2.1 블록체  블록 조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이 되는 블록은 Table 1과 같이

4개의 논리 구성요소를 가진다[5]. 블록의 크기는

215byte~1Mbyte 이다. 블록의 헤더에는 6가지의 정보로

구성되어블록의모든정보와모든트랜잭션의요약정보

가담겨있다. 특히, 블록의헤더에는이 블록의해시값

을 장하고있고, 재 블록이이 블록을참고하고, 그

이 블록은 그 이 블록을 참조하는 체인으로 형성되

어 있다. 한 머클트리 루트는 모든 트랜잭션의 정보를

32byte로 요약된 정보이다. 머클트리 루트를 통해

2,000~3,000개의트랜잭션 에하나라도변조될경우바

로 탐지가 가능하다. 블록은 주어진 난이도에 맞는 문제

를푼노드에게블록생성권한을부여하기때문에헤더에

블록을만들어진시간과난이도정보가담겨있다. 세 번

째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가변 인 길이로 작성이 되고,

네 번째는모든거래내역이트랜잭션의형태로작성되어

있다. 블록을 생성한 노드에게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최

한 많은 트랜잭션을 담아 블록을 생성한다.

Table 1. Structure of Block 

size of block (4byte)

header of block (80byte)

Version, PreviousHash, MerkHash, Time, Bits, Nonce

count of transaction (1~9 byte)

content of transaction (the rest)

2.2 패스워드 기반  기법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 해서는사용자가정당한

사용자인지를확인하는사용자 인증이필요하다. 부분

의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으로 편리성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패스워드 인증 기

법은 Fig. 1과 같이웹 라우 등을통해사용자가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서버에

달하고, 달된 해시값이 등록 당시에 제공한 패스워

드의 해시값과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식이다[6].

Fig. 1. Password based Authentication Method 



블록체  용한 생체정보  OTP 기반  안전한  기법 87

패스워드 기반 인증의 안 성은 패스워드가 장된

DB 보안의안 성에달려있다. 내부자와연계된공격자

가 회원정보가 담겨있는 DB 테이블을 유출하여 사용자

의패스워드를알아내는사례가있다. DB 테이블의유출

로부터안 하게패스워드를보호하기 해사용자가등

록한 패스워드를 그 로 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패스워드를 일방향 함수인 해시함수의 결과값을 DB에

장한다. 128비트의 해시값을 생성하는 MD5 의 충돌

가능성 등 취약 이 발생하여 SHA-256 이나 SHA-512

등 안 한 해시함수로 체되고 있다. 하지만 패스워드

를안 한해시값으로교체해서 장해도사용자의입력

할때 공격이 여 히 가능하다. 즉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어깨넘어로 훔쳐보기나 구 래스 등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할때 녹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자정보를기반으로하는사회공학 공격이나패스워드

무작 입 공격도 가능하다. 패스워드가 장된 회원

정보 테이블이 유출될 경우 사 에 생성한 해시값을 이

용한 Rainbow Table 공격으로사용자의패스워드를유

출할 수 있다[3,4]. 편리성을 가장하다보니 패스워드가

단순하거나패스워드길이가짧아무작 입공격이나

Rainbow Table 공격이 가능해져서 일정한 횟수만큼만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제한하거나 패스워드를 등록할

때 복잡하고 길이가 긴 패스워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한 SMS 인증이

나 OTP 인증을 요구하거나 포털이나 다른 웹사이트 계

정정보를 이용하여 신 인증하거나 공인인증서 는

IPin 등을 통해서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2.3 커버로스  

커버로스 인증은 MIT에서 Project Athena 에 의해

개발된 분산환경에서 인증 서비스로 제 3의 인증서버를

이용해 사용자 간의 인증을 한다. 분산환경에서 사용자

가 분산된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할 때마다 인증을 요구

한다. 신분의 확인을 커버로스 내의 인증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결과로 티켓을 발 한다. 커버로스 시

스템은 인증 서버(AS:AuthenticationServer)와 티켓 승

인 서버(TGS:TicketGrantingServer)로 구성되어 있다.

커버로스 인증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통해 커버로스

서버에 근할 때 사용자의 계정을 요구한다. 사용자의

ID와 패스워드, 서버의 ID를 서버에 달한다. 서버에서

는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후 서비스서버에 근할 수

있는서비스티켓을 TGS에서발 하여클라이언트에제

공한다. 발 된 티켓은 사용자의 ID, 사용자의 네트워크

주소, 서비스 서버의 ID를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생성된

다. 세션키는 인증서버와 서비스 서버간에 설정된 칭

키라서티켓의내용은인증서버와서비스서버만이복호

화할수있기때문에 공격자뿐만아니라 사용자도 내용

을보거나변조할수없다. 서비스서버는티켓을복호화

하여 사용자 ID와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서비스 서버의 ID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7].

커버로스 인증의 장 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티켓을

사용하므로써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서버사이에서 달

되는 패스워드가 없고, 티켓을 기반하기 때문에 스푸핑

을 방지할 수 있다. 상호 인증의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가인증서버의정당한사용자로한번의인증만요

구되고, 한 인증할 때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하기 때

문에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취약 이 존재한다.

3. OTP 기반  기법

3.1   

이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는 사용자가 아

는 요소(1단계)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요소(2단계)를

이용하여인증하는방식이다. 서비스에 근하려면사용

자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청/응

답 로세스에서인증을 할때 사용자임을 증명할수 있

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가질 때인증이 완료

된다[8].

안 이 요구되는서비스에서는이 인증을사용하고

있다. 1단계 인증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같이 자신이

아는 요소를 사용하고, 2단계 인증으로 SMS나 OTP

는 보안카드와같이 가지고있는요소를 활용하여 사용

자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안 하지 않는 채 을 통해 1

단계의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

는 요소를분실하지 않는 다면 2단계 인증을해결할 수

없어 기술 인 측면에서 안 하다.

3.2 OTP 용한   

Fig. 2와같이모바일단말기를이용한이 인증을통

해사용자의계정과단말기의실시간으로동 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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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ID/PW를 입력하면 서버는 OTP 모듈을 이용하

여 OTP(One-Time Password)를 생성하고, 이를등록된

폰으로 SMS 형태로 송신하면 사용자는 수신된 OTP를

서버에 달하여폰소유를검증한다. OTP 모듈을앱의

형태로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나 OTP 기기를 통해 OTP

를생성하여서버에 달하여동기화된 OTP와비교하여

검증한다. 이는 OTP 모듈을가진기기소유를검증한다.

폰이나 OTP 기기와같이물리 매체를분실한경우이

인증에 이 가능하다[9-11].

Fig. 2. OTP based Authentication Method

4. 제안기법

4.1 블록체  용한 생체정보  

사용자인증을 해패스워드나사용자의비 정보를

서버 신에 블록체인에 장하여 사용자 인증을 한

비 정보의 변조를 방지 할 수 있고, 앙 리시스템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스마트 폰의 사양이 좋아지면서 지문이나 홍채

등사용자의생체정보를채취가가능하다[11-13]. 스마트

폰의 지문이나 홍채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의 사용

을 한인증이나카드사용시인증에활용된다. Fig. 3은

블록체인의블록에익명화된생체정보를삽입하고, 사용

자인증을할 때해당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사용

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는서비스제공자인서버에 패스워드기반으로

인증을 하고,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통해 생

체정보를요청하여해시값을생성한다. 생체정보를 해시

값을 생성하고, 블록체인에서 해당 블록을 검색하여 블

록에 있는 해시값을 요청하여 그 해시값을 비교하여 검

증을 완료하다.

Fig. 3. Bio-Information based Authentication Model 

Using Two-Factor Authentication 

Fig. 3는 사용자가 서비스를제공하는서버에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서버에 장된 DB에서 아이디를

검색하고, 패스워드로인증한다. 해당아이디로생체정보

가 장된 블록을 확인한다. 서버는 사용자로 하여 생

체정보를요구하면사용자는모바일단말기를통해지문

이나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서버에서 생체정

보와사용자, 서비스등의정보로해시값을생성한다. 블

록체인에서생체정보가 장된블록을찾아해시값과사

용자로부터받은정보를기반으로생성한해시값을비교

한다. 해시값이 같으면 인증이 완료된다.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기 해 스마트 폰을 이

용하여홍채나지문등을수집하여그정보를알수없도

록 해시함수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해시함수로 인해

해당정보를확인할수없고, 오직서버에서해당정보에

한 식별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4.2 제안기법  검  및 평가

제안기법은 사용자 검증을 해 최소한의 정보를 서

버의 DB에 장하고, 블록체인의 블록으로부터 생체인

증정보의 해시값과 비교 검증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Fig. 4는 서비스 제공자 서버의 Table 구조의 일부를

보여주고있다. 서버는사용자의아이디인 hong을 DB에

서식별하고패스워드가맞는지인증을한후에블록번

호인 해시값을 확인하다. 블록 번호는 hong의 생체정보

가 장된블록으로생체정보는 ID와서비스제공자(SP)

의 식별자, 난수(N) 등에 한해시값을생성하여익명처

리를 한다. 서비스 제공자만이 익명화된 생체정보를 조

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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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4. Member table in the Service Provider

Fig. 5. j-th transaction contents in block

Fig. 5와 같이생체정보는해시값의형태로블록의트

랜잭션 안에 장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생체정보

를 서버의 식별정보와 난수 등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블록에 등록

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연결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의생체정보는분산된 장공간을사용할수있다. 3장에

서 언 한 것과 같이 패스워드가 아닌 OTP를 이용하여

1단계 인증을 하고,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2단계 인증으

로사용할수 있다. Fig. 6은 패스워드기반이아닌 OTP

기반으로 인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g. 6. Authentication process using OTP and biometrics

제안모델은 OTP 와 생체정보를결합한 새로운 인증

모델로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보다 안 성이 보장된다.

특히, OTP와 생체정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을이용하여인증하므로써 장된패스워드유출로인

해공격이 어렵다. 특히, 생체정보가안 한해시값을이

용하므로 무결성을 보증하고, 사용자의 폰의 소유를 기

반으로 한 기 성을 보증한다.

제안기법은 3가지 측면에서 장 을 가진다.

첫 번째 생체인증정보가 블록에 담겨져 있어 분산

장되어 구나 근이가능하지만하지만서비스제공자

의 확인 없이는 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가 생체인증정보를 가

지지 않는다. 인증 련 정보를 가직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세 번째기존기법은사용자가패스워드를주기 으로

변경해야하는단 이있지만제안기법에서서비스제공

자에의해블록에 장된생체인증정보를주기 인변경

이 가능하다.

5. 결론

많은 웹사이트나 시스템 근시 사용자를 인증하고

있다. 부분 아이디는 이메일로 사용되어 패스워드만

알게 되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격

에 취약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 패스워드

기반으로인증을하지만공개된환경이라취약 이많다.

이 취약 을 보완하기 해 OTP와 모바일 단말기를 인

용한생체정보를기반으로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새로

운 인증모델을 제안하 다.

최근 차세 기술로 블록체인기술 련 산업이 격

한 성장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내역을 해시

값과 서명을 통해 블록에 담아 블록을 생성하는 장하

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의 1세 에서 이

더리움의 2세 , 이오스 등으로 이어지는 3세 까지 발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앙 집

화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산 장하는 기술로 두되고

있다. 특히, 분산 장되고 변조가 불가능하고, 정보의

익명화까지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부분이 사용하고, 휴 하고 있는 모바일 단

말기를 통해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인증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 다.

서비스제공자에 장된정보는사용자의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장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된 블

록내의트랜잭션에있는정보의소유자를확인하는수단

으로 활용된다.

향후 연구로는 서버에 장된 블록의 번호 등의 기존

인증시스템보다 안 한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 블록에 장된 다 해시된 생체정보에 한 안 성

평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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