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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인증과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안 위협이 다양하고 새로운 해킹
기술로 진화하고 있고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공격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인증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지식기반 인증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 게임, 로그인 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에서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와 같은 2단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P 서비
스는 사용하기 쉽지만 난수표에 대한 복제가 용이하며 제한시간 내에는 유효한 값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
한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수 문자를 인식한 인증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쉽고 빠르게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제안한다.

주제어 : 보안요소, 인증 알고리즘, 사용자 인증,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Abstract  Using a smartphone allows quick and easy authentication and payment. However, smartphone 
security threats are evolving into a variety of new hacking technologies, and are changing to attacks 
specific to the mobile environment. Therefore, there is a demand for an authentication method suitable 
for a mobile environment. In order to solve security weaknesses in knowledge-based authentication, 
many companies provide two-step authentication services such as OTP(One Time Password) to provide 
authentication services such as finance, games, and login. Although OTP service is easy to use, it is easy 
to duplicate random number table and has a disadvantage that can be reused because it is used as valid 
value within time limi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chanism that enables users to quickly and easily 
authenticate with high security using the authentication method that recognizes special characters 
through smartphone's dedicate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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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취약점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결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데스크톱 컴퓨터에서는 인증을 위한 수단을 지원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불편
함을 감수해야 하며 특히 공용컴퓨터인 경우 해킹의 위
험에 항시 노출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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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가 없으며 클릭 몇 번과 PIN 코드 입력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제 및 개인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바일 
기기 보안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1-4].

데스크톱 컴퓨터 환경에서 이루어지던 해킹 기술이 점
차적으로 모바일 환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악성코드, 랜섬웨어 및 키로그 등의 진화하고 변질된 보
안위협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맞는 보안인증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5-7]. 전통적인 인증 방법인 지식기반 
인증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 게
임, 로그인 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
에서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와 같은 2
단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P 서비스는 사용
하기 쉽지만 난수표에 대한 복제가 용이하며 제한시간 
내에는 유효한 값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숫자와 문자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아 훔쳐보기 공격이 가능하다[8]. 

본 논문에서는 특수 문자를 인증요소로 활용하는 사용
자 인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의 전용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특수 문자를 인식한 인증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강화된 보안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방식은 키를 생성
하는 시스템으로 서버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기기나 라즈
베리 파이와 같은 임베디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이론
으로 인증요소기술에 관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제안
하는 무작위적 그래픽 코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4장에서는 제안한 인증방법을 이용하
여 구현된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계 이론

2.1 위치정보 기반 인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면 GPS 또는 AP 정보와 같은 

위치정보기반 정보를 인증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Feng Zhang외 2명은 GPS와 AP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9]. 하지만 실내에
서는 GPS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으며 

정보의 인식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계성이 존재한다. H. 
Takamizawa외 1명은 사용자를 인식한 주소지의 GPS 
정보 외에 다수의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한 GPS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법을 제안하
였다[10]. 해당 방식은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GPS 정보를 
비교함에 있어서 오차율이 크기 때문에 인증 정확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W. Jansen외 1명은 주
변에 설치한 특정 비콘과의 통신이 가능할 때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11]. 하지만 통신 인프라 구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발생하여 제한적인 용도
로만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지자기 센서 기반 인증
H. Ketabdar외 3명은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면 사용

자의 손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자성이 있는 펜 또는 반지와 같은 물체를 손에 쉬고 
공중에서 글씨를 쓰는 행위를 하면 패턴을 추정하여 인
증이 이루어지는 MagiSign 기술을 제안하였다[12]. 사
용자 인증을 위해서는 정밀한 값을 읽을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센서가 필요하며 저가형 모델의 스마트폰의 경우 
성능적인 제약사항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2.3 가속도 센서 기반 인증
J. S. Seo외 1명은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 

값을 분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사
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손에 쥐고 허공에 사용자만이 아
는 고유한 패턴을 반복하면 인증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13]. 하지만 모바일 기기의 회전방향과 손에 쥐는 방향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아서 구현이 어렵고 인증에 실
패할 확률이 크다.

2.4 생체 정보 기반 인증
A. Bianchi외 3명은 촉각과 음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이용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14]. 이 기술은 The 
Phone Lock이라 부르는데 버튼을 누를 때 마다 고유한 
음성과 진동이 발생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이 정보를 비
밀번호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화면에 배치된 버
튼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 생체 정보 기반 인증 기술로서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훔쳐보기 기술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이용자 
또한 불편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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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중 인증
T. K. Lee외 2명은 1차적으로 사용자가 위치한 곳의 

AP 정보를 이용하고, 2차적으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15]. AP 정보를 
인증 요소로 이용하게 되면 위조, 변조, 탈취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으며, 생체 정보는 사용자의 신체변화, 날씨, 
기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식 성
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

3. 제안 시스템

3.1 네트워크 모델
제안 시스템의 네트워크 모델은 Fig. 1과 같다. 제안 

시스템 네트워크는 사용자용 PC, 사용자용 스마트폰,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증키 관리 서버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PC를 통해 로그인을 시도하면 인증키 관리 서
버에서 인증키를 생성하여 사용자 웹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여 인식한 코드를 해석하여 웹 서버로 전송하여 인증
을 진행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인증 정보가 보관되
어 있다.

Fig. 1. Network Model

3.2 사용자 등록
Fig. 2는 사용자 등록을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사용

자는 PC를 이용하여 등록 과정 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기타 정보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웹 서버로 
전송한다. 웹 서버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한 후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자를 등록한다.

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진행할 웹 서버에 접속한다.

② 사용자는 인증에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정
보를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 후 서버로 전송한다.

③ 인증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
는 사용자가 아닐 경우 사용자 등록 과정을 진행한
다.

④ 아이디, 비밀번호(단방향 해시), 기타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등록을 마친다.

Fig. 2. User Registration

3.3 사용자 인증
Fig. 3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사용

자는 인증을 위해서 아이디를 웹 서버로 전송한다. 웹 서
버는 여러 개의 키 관리 서버들에 인증키를 요청한다. 웹 
서버는 각각의 키 관리 서버들이 보내온 무작위적 생성 
코드를 조합하여 무작위적 그래픽 코드를 생성한 후 사
용자의 웹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한다. 사용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웹 브라
우저 화면에 출력된 무작위적 코드를 인식하고 인식 정
보를 웹 서버로 전송하여 인증을 진행하게 된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인증에 사용할 아이디를 웹 서버로 전송
한다.

② 웹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
는 사용자일 경우 키 관리 서버들에게 키 생성을 
요청한다.

③ 키 생성 서버에서 사용자 아이디, 인증 시도 날짜, 
인증 시도 시간, 웹 서버 식별 번호, 웹 서버 아이
피, 주기적 변경이 가능한 고객 식별 번호를 이용
하여 무작위 값을 생성하여 웹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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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웹 서버에서 무작위 값을 조합하여 무작위적 그래
픽 코드를 생성한 후 웹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한
다.

⑤ 사용자는 소지한 스마트폰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카메라로 읽어 들인 그래픽 코드를 디코
딩을 진행한다.

⑥ 스마트폰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디코
딩한 정보를 웹 서버로 전송한다.

⑦ 웹 서버에서 제한시간 내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송된 디코딩 정보가 맞으면 사용자 인증 기록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하고 인증을 진행한다.

Fig. 3. User Authentication

3.4 그래픽 코드
그래픽 코드 생성을 위해서 ★●◆■▲▼\◀▶♠♥♣

▣◈☎♨＄＆와 같은 특수 문자를 사용한다. 특수 문자는 
한글, 한자, 영문, 숫자 등 언어의 표지를 갖는 문자에 속
하지 않는 특수한 문자를 의미한다. 키보드의 한글 자음
을 누른 다음 '한자' 키를 누르면 다양한 특수 문자를 만
들어 낼 수 있다. 특수 문자는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도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차이를 알아내
기 어려운 문자들도 존재한다. 2,000여 개 이상의 종류

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식
하지 않으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시간제한이 존재
할 경우 제한시간 안에 특수 문자를 키보드를 이용하여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인증요소로 활용할 경우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Fig. 4는 특수 문자를 이용하여 생성한 
그래픽 코드 예시를 보여준다. 

Fig. 4. Graphic Code

4. 제안 시스템 구현

4.1 메시지 구조
그래픽 코드 요청 및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메시지 

구조 형태와 예시는 Table 1과 같다. 인증키 요청시간을 
함께 전송하여 메시지를 늦게 받은 서버는 응답을 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Key Value Usage
request request request api key

request_id e6e051d8-d458-419a-9b5
e-2f78a4a4efe8

unique id that used 
request key

datetime 2019-11-24 13:27:18 request datetime

Table 1. Request Message Format

인증키 응답 메시지는 구조 형태와 예시는 Table 2와 
같다. 인증을 요청하는 서버에서 들어온 인증키를 순서대
로 조합하여 그래픽 코드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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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Value Usage

request request request api key

request_id e6e051d8-d458-419a-9b5
e-2f78a4a4efe8

unique id that used 
request key

response_id c10da238-97f8-433d-bed
c-33d6e7e6041e

unique id that used 
response key

datetime 2019-11-24 13:27:20 response datetime

Table 2. Response Message Format

인증키 서버들은 범용PC, 서버, 임베디드 기기(라즈베
리파이, 아두이노 등)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키 생성에 참여할 수도 사라질 수도 있
다. 따라서 일정 시간 주기로 존재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헬로 메시지 구조 형태와 예시는 Table 3와 같으
며 응답 메시지는 Table 2와 동일하다.

Key Value Usage

hello request request api key

request_id e6e051d8-d458-419a-9b5e
-2f78a4a4efe8

unique id that used 
hello

datetime 2019-11-24 13:32:37 hello datetime

Table 3. Hello Message Format

4.2 시스템 구현
Fig. 5는 그래픽 코드를 인식하기 전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시도를 진행하는 화면이다.

Fig. 5. Login Screen

Fig. 6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차 인증이 
진행된 후 화면에 그래픽 코드를 출력하는 화면이다. Fig 
5가 보여진 후 사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여 그래픽 코드를 인식하여 2차 인증을 처리하게 된다.

Fig. 6. Graphic Code Screen

Fig. 7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처리
되었던 그래픽 코드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본 화면은 제
안 시스템의 올바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실
제 서비스에서는 인증된 후 필수적으로 저장되거나 관리
될 필요는 없다.

Fig. 7. Graphic Code Log Screen

Fig. 8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증을 진
행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진행하는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면이다. 

  

Fig. 8. User Register and Logi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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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는 그래픽 코드 인증을 
시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준다. 

   

Fig. 9. Graphic Code Authentication Screen

5. 결론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개
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정보 등 중요정보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기 위한 보안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및 공공 
기관은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야 하지만 암
호화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암호
화된 정보의 안정성은 암호화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보안
키 관리와도 연관이 있으며, 보안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보안키가 유출된다면 암호화를 통한 정보보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안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사용자 인증기술 평가를 위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제
시하는 적합성 기준으로는 보안성, 편의성, 적용성 등이 
있다. 보안성은 진화하고 다양화되는 해킹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말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에 제시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인증 알고리즘으로서 복제가 어려운 그래
픽코드를 사용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 키 서버를 추가 
및 축소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기 용이하도록 구현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해 강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편의성은 보편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가에 대
한 논의로서 제안 알고리즘은 그래픽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디바이스만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증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적용성은 최소한
의 비용 부담으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구성이 가능한가

를 말한다. 제안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키 서버는 아두
이노, 라즈베리 파이, 테스크톱 컴퓨터, 서버용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컴퓨팅 기기에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
며 전자출결, 금융,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증 기
술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되는 2
차 인증 과정에서 무작위적 그래픽 코드를 이용하여 인
증을 진행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 기법은 확장 
가능한 여러 대의 키 생성 서버를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서 서버용 컴퓨터, 범용적인 개인용 컴퓨터, 임베디드 기
기(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싱글 보드 컴퓨터 등), 스마트
폰 등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차세대 인증 
보안 시스템 기술로서 생성 서버를 일시적으로 확장 가
능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키를 예측할 수 없는 
차세대 인증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래픽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카메라가 사용가능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용 환경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추가인증을 진행하는 
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등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상황에서 고려되어야할 요구조건과 적용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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