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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등장한 스마트지갑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불 시스템이다. 스마트지갑을 이

용하여 결제를 수행하기 해서는 결제단말과 스마트폰의 페어링 과정이 필요하다. 페어링을 통해 결

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페어링 과정의 보안이 요하다. 하지만 재의 페어링과정에 용되는 보안

차는 이미지 비교, 바코드, 사운드 등의 원시 인 차원의 보안 차만이 용되어 있는 수 으로 보안

강도가 낮다. 본 논문에서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페어링의 취약 을 보완하려고 한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모바일ID를 검증하는 인증서버가 필요하다. 인증서버

와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단말사이의 통신은 해시 값을 이용하여 통신함으로 보안성을 높일 수 있

다.
 한, 일회용 패스워드 기반의 스마트 지갑은 지불 서비스 이외에도 출입인증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과 화로 2008년 아시

아에서의 모바일 가입자  43.9%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3년 49.8%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 증가

하는 스마트폰 가입자를 해서 각 이동통신사는 련 인

라를 폭 으로 확 하고 있으며, 기존에 독립 으로 

제공되던  다양한 사용자 편의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안에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스마트지갑이라고 

하며, 이에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모바일 

지갑은 사용자의 다양한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사용자의 디지털 ID 정보를 활용하여 다

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모바일 단말 어

리 이션 랫폼으로 발 할 것이다.

   모바일 지갑은 근거리 내 다양한 단말들과 무선통신을 

통해 사용자 디지털 ID정보  결제 련 정보와 같은 개

인정보를 송수신함으로써 다양한 지능형사용자의 편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무선통신은 공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

약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수많은 개인정보의 달이 이루

어지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의 통신에 한 보안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지갑에 용

되는 무선통신 보안에 해서 알아보고, 재의 모바일지

갑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회용패스워드 기반의 

스마트 지갑 인증방법에 해서 제안한다.

2. 모바일 지갑의 개념

   모바일 지갑은 작게는 모바일 단말용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를 의미한다. 크게는 이를 지원하니 한 서버군까

지 포함되어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단말에 장, 

이용되는 개인 정보를 모바일 ID[1]라 한다. 모바일 ID를 

구성하는 종류는 <표 1>과 같다.

종류 내용

오 라인 ID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시용카드번호

온오 라인 인증수단 출입증, ID, PW, 스마트키 등

정태  개인정보 구매기록, 이동기록, 출입기록

퍼스  컨텍스트 사용자 치, 시간, 주변 환경

심정보 선호도, 심 분야

<표 1> 모바일 ID의 구성

   모바일 지갑 서비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모바일 ID를 무선통신을 통해 모바일 단말에 발 받아 

안 하게 장, 리

 모바일 ID를 온오 라인 환경의 인증, 신원 확인,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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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 하고 편리하게 사용

  과정에서 자체 로 일링된 동태  개인정보를 개

인화 서비스를 하여 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제공

   스마트 지갑은 무선통신을 통해 인증정보, ID, 지불정

보와 같은 모바일 자격정보를 발 받는다. 이러한 모바일 

자격정보는 모바일 지갑의 부정사용방지 기능에 의해 안

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 모바일지갑을 이용해 결제, 

온오 라인 ID 증명  기타 다양한 사용자 편의 서비스

들을 수행한다. 이때 무선통신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진다. 

한 모바일지갑 사용 과정의 개인 활동은 모바일지갑 내

에 로 일링되어 축척된다. 축척된 개인정보는 개인화 

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다. 개인화 서비스의 로는 이용자

기반 고, 라이 스타일미디어, 네트워크 기반 IT서비스 

등이 있다.

3 련 연구

   모바일지갑은 근거리 내의 단말과 페어링 과정을 거친 

뒤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지갑의 페어링(Device 

pairing)기술에는 Diffie-Hellman(DH) 로토콜[2]을 사용

한다. DH 로토콜을 사용하는 페어링에는 세션확립이 

요하다. 세션확립 과정  간자 공격 에 한 노출

문제가 존재한다. 페어링을 통해 확립된 세션키의 무결성

을 검증하기 해 OOB(Out-Of Band)채 을 활용하는 기

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3.1 이미지 비교

   페어링을 통해 양 단말 사이에 확립된 세션 키의 무결

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OOB 채 을 통해 사

용자가 직  비교확인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

 세션 키의 바이 리 값을 비교 단하기에는 그 길이

나 무 길다.

   따라서 세션 키의 해시를 통해 생성된 인증코드를 

OOB 채 의 이미지로 출력하여 사용자의 시각을 통해 직

 양 단말 출력 이미지 사이의 동일 여부를 비교 단하

여 공개키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기술들을 제안하 다. 하

지만 세션 키의 해시 이미지에 한 second pre-image[3]

공격에 취약하다.

3.2 Seeing-is-Believing

   기 OOB 채  인증 기법을 사용하는 페어링 방법들

은 사용자가 인증 코드의 진  여부를 결정하는 UC기반

이다. 하지만 UC 기반 페어링 방법은 사용자 단 오류비

율이 안 성에 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Mccune, et al.[4]이 제안한 Seeing-is-Believing(SiB) 기

술은 2차원 바코드로 인코딩된 인증코드를 수신 단말의 

카메라가 그 값을 읽고, 인증 코드의 진  여부를 단말 스

스로 단하는 DC 페어링 방법을 사용하 다. 바코드로 

표 되는 인증코드는 공개키에 한 해시 값을 사용한다. 

이는 역시 second pre-image 공격에 취약하다. 하지만 

SiB기술은 여러 개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다  바코드 방

법과 DH 공개키에 한 해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3.3 비주얼 채  페어링

   Saxena, et al.는 인증코드를 SiB의 바코드 신 LED

의 멸로 표 하는  다른 비주얼 채  페어링 기술을 

제안하 다. 비주얼 채  페어링 기술은 LED의 멸 패

턴 값을 수신하기 해 SiB 기술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비주얼 채  페어링 기술은 LCD 디

스 이 신 하나의 LED만을 요구하므로 SiB 기술보다 

송신 단말의 하드웨어 요구 조건이 낮다. 

3.4 Loud and Clear

   SiB와 비주얼 채  페어링 기술에 필요한 카메라는 모

바일 기기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장착되어 있더라도 바코

드를 인식하기 해서는 촬 에 필요한 충분한 빛이 확보 

되어야 한다. 따라서 SiB나 비주얼 채  페어링에서 사용

되는 비주얼 채  신, Goodrich, et al.는 오디오 채  

페어링 기술 Loud and Clear(L&C)을 제안하 다. SiB 기

술은 인증코드를 바코드로 표 한 반면 L&C 기술은 해당 

데이터를 표 하는 단어들이 포함된 일련의 문장을 음성

으로 들려주는 text-to-speech기법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양 단말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문장의 동일성 여부를 

단하거나 한 쪽 단말의 디스 이를 통해 출력되는 문

장과 다른 쪽 단말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문장의 동

일성을 단한다.

3.5 BEDA

   Claudio Soriente, et al.에 의해 제안된 Button-

Enabled Device Association(BEDA) 기술은 OOB채 로

써 모바일 기기의 버튼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

존의 다른 기술보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가장 다. 

BEDA 기술은 한 쪽 단말의 LED나 진동과 같은 출력을 

사용자가 다른 쪽 단말의 버튼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과 

는 사용자가 양 단말의 버튼을 동시에 르고 때는 방

법으로 비  값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 단말 간에 

공유된 비  값과 MANA-3 응용 로토콜을 사용하여 

안 하게 DH 공개키 값을 교환 하고 세션 키를 확립한다.

3.6 HAPADEP

   기존 페어링 기술들은 인증 기술에는 OOB 채 을 사

용하는데 반해 DH 키 공유는 WiFi 기반의 Ad-hoc연결을 

사용한다. 이때 인증과정과 별개로 Ad-hoc 설정 과정은 

사용자에게 사용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

라서 Claudio Sorinete, et al.는 L&C 기술을 확장하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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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말 정보 

입력 화면

(그림 3) OTP 발  

화면

(그림 1) OTP를 이용한 인증 과정

공유 채 과 인증 채  모두 오디오 채 을 사용하는 

Human Assisted Pure Audio Device Pairing 

(HAPADEP)기술을 제안하 다. HAPADEP 기술의 DH 

공개키 값은 fast codec으로 인코딩되어 공개키 교환 오디

오 채 을 통해 빠르게 송되고, 공개키 인증 코드는 

slow codec으로 인코딩된 후 인증 오디오 채 로 송되

어 사용자의 정확한 공개키 인증을 돕는다. HAPADEP 

기술의 인증 방법은 기존 L&C 기술과 같은 

text-to-speech 비교 기법과 인증코드를 음계로 매핑한 

멜로디 비교 기법을 제공한다.

3.7 Shake Well Before Use

   OOB 채 을 통해 사용자가 세션 키 공유 과정에 직  

개입하는 페어링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오면서, 기존 

OOB 채 을 사용하는 페어링 기술들의 사용성 분석에 

한 연구들과 함께 사용성 개선을 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Mayrhofer, et al.에 의해 제안된 Shake Well Before Use 

기술은 양 모바일 단말을 함께 흔들어 으로써 가속 센

서 값을 통해 비  값을 공유하고 이 비  값과 Interlock 

로토콜을 사용하여 안 하게 DH 공개키 교환  세션 

키를 확립한다. 단순히 양 단말을 손에 들고 흔드는 동작

만을 요구하므로 기존 페어링 기술들에 비해 사용성이 뛰

어나다. 하지만 이와 같은 Shake Well Before Use 페어링

기법은 사람의 손으로 흔들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모바일 단말 사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

다.

4. 일회용 패스워드 기반 인증

   스마트지갑 클라이언트와 결제 단말간의 페어링을 

한 방법에 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의 

페어링 과정에 사용되는 인증 방법은 이미지를 비교, 

LED 멸 등과 같은 원시  차원의 방법을 통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한 스마트지갑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사용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에 

부여받은 모바일 자격정보를 부인하기 까지 사용이 가

능하다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

서 스마트폰과 단말 간의 통신을 수행하기 이 에 일회용 

패스워드(OTP)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소

유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한다. 한 일회용 패스

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과 단말 사이의 페어링 과

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간자 공격에 해서 방할 수 있

다.

4.1 OTP의 특징

   일반 인 패스워드는 정상 인 인증 수단으로 네트워

크 도청으로 인해 패스워드를 알아냈을 경우 불법 으로 

재사용할 험이 있다. 그러나 OTP는 이미 사용된 패스

워드는 재사용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도청을 통하여 패

스워드를 알아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험을 방지할 수 있다.[5] 따라서 OTP는 정 인 

패스워드 사용에 따른 험을 해결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해 도입되었다. OTP는 

OTP 생성매체에 의해 필요한 시 에 발생되고 매번 다른 

번호를 생성한다.

   OTP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OTP생성매체와 이에 

의해 새성되는 패스워드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므로 이

요소 인증 수단으로 정 인 패스워드와 같은 한 가지 

인증요소만으로 인증 받는 방식에 비해 높은 보안 수 을 

갖는다.

4.2 OTP를 이용한 스마트지갑 인증을 한 구성

   OTP를 이용한 스마트지갑 인증과정은 스마트폰, 스마

트폰과 통신을 하기 한 단말, 사용자의 모바일ID의 인

증을 수행하는 서버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OTP를 이용하여 스마트지갑 인증을 해서

는 사 에 단말 혹은 인증서버에 자신의 모바일 자격정보

와 OTP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사용자가 인증하려는 단말에는 사용자의 OTP정보를 

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의 OTP정보에 한 

신뢰를 하기 해서 인증 서버가 필요하다. 단말과 인증서

버 간의 통신을 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741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한 단말에는 사용자의 OTP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

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증서버는 사용자와 단말 간의 인증을 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인증서버에 단말 정보와 OTP정보를 

송하게 하면, 단말 정보와 OTP정보를 혼합하여 해시 

값을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해시 값을 단말에게 달한

다.

 

4.3 OTP를 이용한 스마트 지  인증 과정

   사용자와 단말 간의 인증을 해서 사 에 인증 서버

에 사용자의 모바일 자격정보와 OTP정보가 등록되어 있

다고 가정한다.

   사용자는 인증을 받기 해서 (그림 2)와 같이 스마트

지갑 클라이언트에 단말의 정보와 OTP를 발 받기 한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사용자의 입력이 완료 되면 모바일 정보와 OTP정보를 

인증서버에 달한다. 인증서버는 사용자로부터 달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에게 인증에 사용될 해시 값을 송

한다.

   사용자는 스마트지갑에 표시되는 OTP번호를 단말에 

입력한다. 단말은 사용자가 입력한 OTP번호와 자신의 정

보를 연산하여 해시 값을 생성한다. 생성된 해시 값과 인

증서버로부터 송받은 해시 값을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

을 수행한다.

5. 결론

   S통신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마트지갑 어 리 이션

의 경우 바코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이는 

별도의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캐 가 필요하다. 스캐

가 없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스캐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회용 패스워드 기반의 스마트

지갑은 인증을 해서 바코드 스캐 등과 같은 추가 장비

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장 으로 보안을 해서 스캐

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 스마트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출입 인증 단말에 키패드가 존재하면 스마트지갑을 

출입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일회용 패스워드 기반의 스마트지갑의 구성요소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 을 분석하고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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