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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불거래에서 상대위치와 연동한

도용 위험성 산출방법

Relative Location based Risk Calculation to Prevent Identity Theft
in Electronic Payment Systems

서효중*, 황호영**

Hyo-Joong Suh*, Hoyoung Hwang**

요 약 인터넷뱅킹과 전자지불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경제적 행동 중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다. 핀테크

와 관련한 해킹 및 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 금전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적극적 방

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전자지불거래시의 위험률을 도출하고 도용을 탐지한

다. 전자지불과 같은 상거래의 경우 스마트폰의 상태, 물품과 매장의 종류, 구매자의 위치 등 프로파일링에 따라 위험

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지불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물리적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상대적 위치에 의한 위험률 도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GPS 주소나 IP 경로주소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절대위

치와 달리, 상대위치는 무선랜 환경을 감지하여 무선 AP의 ID 및 MAC 주소를 이용한 각 개인의 상대위치 정보를

활용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상대적 디지털 환경을 누적 감지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지불거래를 검증하여 위험

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절대위치의 경우 국적이나 주소 등의 정적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아이디를 도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 상대위치의 경우 연관된 디지털 정보의 모사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보안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주요어 : 인터넷뱅킹, 전자지불, 핀테크, 상대위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Abstract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Internet banking is a very important application for users of e-commerce 
environment. With rapidly growing use of fintech applications, the risk and damage caused by malicious hacking or 
identity theft are getting significant. To prevent the damage, fraud detection system (FDS) calculates the risk of the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using user profiles including types of goods, device status, user location, and so 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isk calculation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of users such as SSID of wireless LAN 
AP and MAC address. Those relative location information are more difficult to imitate or copy compared with 
conventional physical location information like nation, GPS coordinates, or IP address. The new method using relative 
location and cumulative user characteristics will enable stronger risk calculation function to FDS and thus give 
enhanced security to electronic pay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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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통신이 원활해지던 1995년 인터넷뱅킹이 시작

된 이후로,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 및 지불거래는 그 효

율성과 신속함으로 인해 널리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공

중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데이터 경로에서의

해킹이나 스니핑의 위험은 피할 수 없었고, 이는 곧 인

터넷뱅킹 금융 사고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줄

이기 위해 인터넷뱅킹에는 암호화, 보안카드인증, 본인

인증 등의 보안검증을 포함하게 되었다[1]. 인터넷뱅킹

은 상거래 금액과 건수에 있어서 기존의 금융거래와 다

른 특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금융기관을 이루어

지는 방문 거래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그

리고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PC에

기반한 지불거래 건수 및 평균금액과 스마트폰에 기반

한 지불거래 건수 및 건당 금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데, 그중에서도 발생 건수는 점차 PC 기반 뱅킹으로

부터 스마트폰 기반 뱅킹으로 이동하고 있다. 각 입출

금 거래의 총 건수와 거래 당 평균 금액에 대한 경로별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건당 금액간의 상관관

계는 <표 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2].

표 1. 입출금 경로별 지불거래 건수 비율의 변화 (%)

Table 1. Proportion trend according to payment methods (%)

창구
CD/A

TM

텔레뱅

킹

인터넷

뱅킹
전체

2017년 6월 10.6 37.8 10.5 41.1 100

2017년 12월 10.0 34.7 9.9 45.5 100

2018년 6월 8.8 34.3 7.5 49.4 100

2018년 12월 8.8 30.2 7.9 53.2 100

2019년 6월 7.7 28.9 6.8 56.6 100

표 2. 장치에 따른 거래의 건수와 금액의 상관관계

Table 2.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and the amount

among payment methods

창구대면거래 PC기반 스마트폰

거래건수 적다 중간 많다

건당 금액 높다 중간 낮다

결과적으로 창구대면거래의 경로인 은행 영업소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상반되게 금융 기업의

인터넷 기반 거래의 인프라는 급격히 확충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스마트폰의 포화된 보급 과 더불어 인터넷

뱅킹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거래 건수는 더욱 급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개인의 다양한 앱

사용과 더불어 뱅킹 겸용으로도 이용되기에 취약한 보

안성에 대한 보완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음 <표 3>

은 2018년 보고된 인터넷뱅킹 및 이 중에서 스마트폰

뱅킹이 차지하는 건수와 금액 정도를 나타낸 현황이다

[2].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거래의 특성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은 건수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

으나, 건당 금액은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건수에서는 인터넷 및 모

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1.8%에 이르나

금액에서는 12.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 일평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 (천건, 십억, %)

Table 3. The numbers of daily Internet banking service

(thousand, billion, %)

2017 2018 2019

上 下 上 下 上

이
용
건
수

인터
넷뱅
킹

93,993 95,840 112,603 125,232 147,164
(+17.5%)

모바
일뱅
킹

58,031 59,287 70,448 78,730
90,910
(+15.5%)

조회 85,891 87,249 102,776 114,293
135,264
(+18.3%)

이체 8,096 8,577 9,814 10,926 11,884
(+8.8%)

대출 5.8 14.5 12.5 12.4
15.9
(+28.5%)

이
용
금
액

인터
넷뱅
킹

42,147 44,061 47,454 47,644
47,755
(+0.2%)

모바
일뱅
킹

3,711 4,388 5,232 5,453
6042
(+10.8%)

이체 42,101 43,902 47,311 47,496
47,564
(+0.1%)

대출 45.6 159.3 143.1 148.8 191.3
(+28.6%)

결국 인터넷에 기반한 지불거래의 위험성을 탐지하

고 사기거래를 줄이기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이 의무화되기에 이르

렀으며, 최근 사회문제 해결에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머신러닝에 기반한 FDS 시스템의 도입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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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규정으로써 개인금융 비대면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본인인증 도구인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

자서명법, 2001년 전자정부법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공

인인증서는 각 개인 및 법인의 실제 정보를 검증하여

한국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되고 발급하게

되며, 현재는 금융거래, 신용지불로부터 각종 공인인증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 전자정부 가입 등 개인 및 법인

의 전자적 본인 증빙과 공적 행동에서 필수 인증수단으

로 보편화 되었다[3]. 이와 병행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

는 인터넷진흥원이 주도하는 i-PIN과 우리나라 법에

의해 반드시 실명가입해야 하는 이통통신 전화번호 및

통신사를 경유하여 진행하는 본인인증 방법이 사용되

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전자금융사기를 탐지하기 위한

FDS 시스템의 도입 및 금융관련 기업간의 금융사고 관

련 정보통합의 중심 보안 전문기관으로써는 2015년에

설립된 금융보안원이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지불 및 전자상거래는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발맞

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발전과 더불어 편의성도 확대되

고 있지만 이에 비례하는 사기사고도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시대 이전에도 지불관련

금융사기는 드물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사기가 발생하

는 것은 신용카드 지불관련 사건이었다. 실물 카드에

기반한 지불에 있어서도 마그네틱 라인이 복제된 카드

에 의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카드사의 보

험료 상승 및 손실이 누적되었다. 이에 신용카드사는

지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불

승인 거절 및 금융사고 통보를 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때의 기반기술은 비교적 단순한데, 이전

에 지불이 이루어졌던 시간, 위치와 비교하여 상이하게

다른 시간이나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리에서 지

불요청이 발생한 경우 등 시간적, 지리적 위치와 지불

업종, 제품 등에 따라 금융사기를 탐지하여왔다. 인터넷

에 기반한 전자지불이 도래하게 되면서, 신용카드사는

발빠르게 FDS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은행과 함

께 대표적인 전자지불 사기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용하

는 주체가 되었다[4]. 이에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 및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대위치에 기반한 도용 탐지방

법, 그리고 위험률 도출 사례는 각각 2장, 3장, 4장에서

기술한다.

Ⅱ. 핀테크 기반 금융과 기반기술

전자지불과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필수적인 것은 본

인인증이다. 전자지불의 완결은 2단계의 체계적인 검증

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계정에 접속한 것

이 실제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지불 관련한 행위가 실제 본인이 진행한 것임을 증명하

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인증

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체적 증명서를 이용하고, 이로

부터 파생하여 만들어지는 전자적 증명서인 공인인증

서 및 본인인증 가입된 통신사 전화번호에서 시작되며,

실체적 증명서와 공인인증서, 전화번호를 병행하여 첫

번째 단계인 본인을 증명한 계좌 생성이 완결된다. 이

에 연관하여 계좌 자체의 본인인증은 되었지만, 차후

이 계좌에 접속하는 것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 절차에서 각종 암호 및 생체인증 등 여러 과

정을 포함한다[5]. 또한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단계, 즉 지불관련한 행위가 실제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이 두 단계에 있어서 포

함되는 통신매체,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생체인식 센

서, 카메라 등 종합적인 보안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각 기기와 통신, 센서, 소프트웨어 등 한 곳이라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경우 해킹 및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한 보안 표준은 FIDO로 규정되고 있다

[6].

본인행위의 증명은 전자상거래 외에도 구글, 네이버

와 같은 인터넷 계정에서도 필요한 것으로써 필요에 따

라 실체적 본인임을 증빙하는 첫 번째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 같은 종류가 있고, 국내법상, 또

는 금융거래와 같은 중요한 행위임에 따라 첫 번째 단

계와 두 번째 단계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경우 두 번째 단계 중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의무

와 관련하여 전자지불과 관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따라 여러 법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림 1>은 금융기관에서 포괄하고 있는 여러 보호

및 다중 인증 보안 도구를 나타낸 것이다[7]. 그림에서

나타나는 명시적 보안절차는 주로 금융사고를 막고 본

인거래임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임에 반해, 명시

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보안절차가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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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잡한 다단계의본인인증절차를거치고 있는 은행 본인

인증 형태 (신한은행)[7]

Figure 1. Multi-level complex tools for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fication (Shinhan bank)[7]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위와 같은 보안절

차와 병행하여 사용되며, 앞서 설명하였던 신용카드 지

불거래에서의 시공간적, 매장과 물품의 종류 등과 관련

한 이상거래 탐지방법이 보다 고도화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머신러닝을 포함한

위험탐지용 FDS 시스템의 내부 흐름이다[8].

그림 2. FDS 시스템 동작 방식[8]

Figure 2. Operation process of FDS systems[8]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지불에 있어서 FDS 시스템이 사

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접속 단말기의 IP주소로부터

시작하여 스마트폰의 해킹 여부, 스마트폰에 추가적으

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여부 등 보다 넓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가요소의 종합적인

조합에 따라 전자지불의 위험률을 산출하고, 산출된 위

험률에 따라 실제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점진적 단계

를 추가하는 등 가변적 처리를 하고 있다. 다음 <그림

3>은 앞서 서술한 첫 단계 로그인 및 두 번째 거래인

증 단계와 FDS 시스템의 위치정보 및 IP와 관련된 연

동, 도출 위험률에 따르는 단계적 인증절차를 통합하여

나타낸 것이다[9].

그림 3. 위험률 도출에 따른 본인거래 확인 검증의 단계처리[9]

Figure 3. User authentication according to risk calculation ratio[9]

인터넷에 기반한 전자지불에 있어서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절대위치, 즉 지역과 IP주소가 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기기 자체에 내장된

GPS 센서 및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A-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과 같은 경우 전자지불이 이루어

지는 어플에 의해 이와 같은 위치정보가 서버쪽으로 전

송되어 FDS 에 의해 이용된다. 이 정보와 더불어 IP주

소 및 패킷경로는 단말의 지역적 위치를 알 수 있는 방

법으로 활용되며[10], 시간정보와 함께 일차적으로 전자

지불의 도용 위험률을 산출하는 데 핵심 정보로 사용된

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이

FDS 서버쪽에서의 도용 위험률 산정방법을 개인 디지

털 환경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개선하는 방법에 대

한 것이다.

Ⅲ. 상대위치에 기반한 위험률 도출방법

앞 장에서 서술한 스마트 단말의 위치정보는 지역적,

물리적 절대위치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시간거리 내에서 연

쇄된 전자지불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 대단히 높은

위험률로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본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암호를 취득한 해커에 의해 쉽게 도용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커가 단말의 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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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암호를 취득할 경우 사용자의 국적 등은 물론 위

치정보도 동시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지

불 도용을 할 경우 위치정보 또한 거짓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IP 접근 경로의 경우 모사하려는 지역에 있는

VPN서버를 이용하도록 경로를 설정할 경우 쉽게 속일

수 있다. 특히 수많은 유무선 라우터의 경우 이러한 용

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안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이

다[11]. 따라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치 정보와 IP 접

근경로만으로는 도용거래를 막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절대위치 정

보가 쉽게 모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절대

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의 경우 전자지

불과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 전자지

불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수집하고 있으며, FDS 시스템에서 이를 위험률 산정에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방법에서는 전자지

불이 일어나는 절대위치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상대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대상이 되는 앱은 크

게 세 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절대위치로는 집과 사

무실(학교), 그리고 기타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등급으

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4>는 수집 대상이 되었던 앱

의 유형이며, <표 5>는 등급별 특정 장소와 일치한 액

세스의 비율이다.

FDS에서 수집하는 이와 같은 정보에 더불어 보다

고도화된 위험률 산출을 위해 상대위치 정보를 같이 수

집하였는데. 상대위치 정보의 설정은 접속 단말에서 검

색되는 액세스 포인트(AP)의 SSID 및 MAC 주소를 이

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의 시스템에 총 4개월간 앱

을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을 지속하였다.

표 4. 앱의 유형: 전자지불, 로그인기반, 웹 액세스

Table 4. Application types: electronic payment, login based,

web access

앱의 유형 등급 대상 프로그램 사례

전자지불,

증권 등
1

은행,

전자지불

원터치뱅킹, NH뱅킹,

Paynow, 앱카드, 크레온

로그인기반

포털, 교통
2 네이버 등

네이버 앱, 카카오지하철,

카카오버스

웹 액세스 3 웹 브라우저 크롬, 기본 브라우저

표 5. 등급과 특정 위치 연관 액세스 비율 (총 565건 수집건수)

Table 5. The relation between application types and location

(total 565 collected cases)

등급 집/사무실 기타 장소 집/사무실의 비율(%)

1 61 1 96.8

2 87 281 23.6

3 36 98 26.9

수집 결과를 정리하면, 총론적으로는 대다수의 접속

에 있어서 집과 사무실에서 전자지불이 이루어짐이 확

인되었고, 이 비율은 타 유형의 앱 실행과 분명히 구별

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모든 사

람에게 공통적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하지만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다수의 사람에게는

개인별 환경을 수집, 위험률 산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일정 행동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바, 전자지

불과 같은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이 개인의 특성은 유

지될 것임은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반복된

행위는 특정인이 진행하는 전자지불에 있어서 FDS 시

스템의 위험률 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위험률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

서절차로 제안한다.

- 전자지불에 관련한 앱의 시작과 함께 무선랜 환경

을 스캔한다.

- 수집된 AP의 SSID, MAC 주소, 공공 AP 일치의

경우 해당 SSID와 MAC을 FDS 서버로 전송한다.

- FDS 서버는 해당 사용자의 상대환경으로 전자지불

상황에서의 주변 무선장치의 MAC을 축적한다.

- 상대환경의 위험률은 반복된 누적의 발생 비율을

파라미터로 하여 산출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단순화

시켜 도시할 수 있다.

그림 4. 상대위치 수집 및 위험률 도출 방법

Figure 4. Collecting relative location information and risk ratio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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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나타낸 위험률 산출 식에서 비율특성함

수는 DFS의 기타 축적 데이터베이스 및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함수 형태로 축약시킬 수 있다[12].

이러한 흐름에 따라 특정 인물이 전자지불을 시도할

때, 그 위치에서 감지된 AP의 SSID와 MAC 주소가 누

적된 과거의 탐지된 AP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

이 상대위치에 상관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AP의 고정적 운용특성

을 부가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은 공공용 AP의 검색 일

치성에 따른 위험성을 추가함으로 가능해진다. 공공

AP의 SSID 데이터베이스를 예외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AP의 설치위치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냄과 더불어, 예를 들면 “Public Wifi@Mapo”와 같

이 고정된 SSID 검색이 특정 물리적 위치를 내포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즉 명칭 데이터베

이스에서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공공 AP의 SSID가

감지되거나, 반대로 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높

은 위험률로 산정하도록 한다. 간략화하여 표현한 위

위험률 산출 수식에서 공공 SSID, MAC 탐지토글 함수

는 공공 SSID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함수로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Ⅳ. 실험 및 고찰

앞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절대위치와 함께 상대위

치 정보를 실제 단말에서 수집하였고, 본 제안의 활용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인정보의 민감성이 있는 스마

트폰 환경의 특성상, 더욱 민감한 금융거래 정보와 연

동한 수집이며, 스마트폰에 추가적인 부하와 에너지 사

용을 발생시키기에 연구진 및 주변 직접관계인으로 수

집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수집기간에 걸쳐서 자연스러

운 전자지불 활동을 하게 한 바 어느 정도 의미있는 결

과를 수집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방법은 여러 사람의 집합

에 대한 집단적 보편성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개

인의 행동 특성에 따른 고유 특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소수 각 개인의 수집 데이터만으로도 의미있는 적용 가

능성과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 4> 및 <표 5>와 같은 특정 금융앱

및 대표적인 포털과 웹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제한적 수

집을 한 결과를 적용하고, <그림 4>의 흐름과 같은 AP

검색을 통한 상대위치 반영 방법으로 위험률을 도출할

경우 DFS 시스템의 동작 구성에 따라 구체적인 값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 <표 6>과 같은 개략적인 결과

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앱의 유형: 전자지불, 로그인기반, 웹 액세스

Table 6. Application types: electronic payment, login based,

web access

전자지불 앱의

실행위치
위험률 위험률 도출 원인

집, 사무실 저 누적 동일 상대위치 실행 경우

특정 공공 SSID

토글 탐지
고 상대위치의 부정합 발생

기타 장소 고
과거 기록 없는 상대위치에서의

실행 경우

이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어플과 달리 전자지불 관련 어플의 경우 특정

주변 AP와의 결합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AP에 대

한 접속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상대위치를 확인하

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특정 지역에 결합되어 있는 공공 SSID 감지상태의

변화는 상대위치의 변화와 위험성 산출에 사용할

수 있다.

- 무선랜 환경으로 도출할 수 있는 상대위치는, 물리

적 위치를 의미하는 GPS, IP 주소와 결합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욱 높은 절대-상대위치

조합의 위험률을 도출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인터넷에 기반한 비대면 전자지불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위험률을 도출함에 있어서 FDS 시스템

이 축적하는 위치정보에 주목하였다. 현재 시스템에 의

해 각 개인의 거래에 대하여 지역적 위치정보 및 IP 주

소 경로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공개되고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해킹 및 모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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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다

정교한 위험률을 도출하기 위해 각 개인의 전자지불 거

래에 있어서 개인 환경적인 반복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개인 환경의 주요 요소로써 스캔되는

AP의 SSID와 MAC 주소를 상대위치 환경으로 축적,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정보를 기존의

지역위치 및 IP 접속 경로와 결합하여 보다 높은 위험

성을 나타내는 전자지불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전자적 지불거래가 일어나는 스마트 단말

의 무선랜 환경을 탐지함으로써 상대위치로활용한 것

으로, 각 개인 환경의 반복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 정보

는 이전에 사용하는 절대위치와 달리 예측하기 쉽지 않

으며,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기에 보다 정교한 위험률

산출에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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