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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은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OTP(One Time Password)가 많이 활용된다. OTP는 일회성이라는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분실 및 망실의 위험이 있
는 OTP 발생기나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여 OTP 생성을 위한 연계 정보를 발생시키거나 최종 OTP 값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u-Health care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OTP 발생기와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OTP 생성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건강강보를 OTP 생성에서 사용하는 연계
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안하는 방식으로 생성한 OTP는 같은 인증번호가 얼마나 자주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는 
충돌내성 실험에서 기존의 OTP 생성방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주제어 : OTP, 융복합 사용자 인증, 건강정보, 충돌내성, u-Health

Abstract  User Authentication in Online service is essential for accurate and safe service. For this user 
authentication, One Time Password(OTP) is frequently used. To satisfy one-time-use characteristic of OTP, 
Offset information to generate OTP or final OTP value get generated through OTP generator or security card 
which could be lost. In this study, OTP generation method that bypasses OTP generator or security card by 
using health information collected from u-Health care system is proposed. Suggestion is that health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wearable devices get utilized to offset information that are applied in OTP generations. OTP 
generated using suggested methods showed similar results than current OTP generation methods in the collision 
resistance test which tests how often it generate same authentication numbers, this implies that new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various on-lin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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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은 갈수록 요한 문제이다. 공격자에게 자

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안 한 사용자 인증을 

해서 공인인증서의 사용, two-channel 인증[1], 

two-factors 인증[2], OTP(One Time Password)[3,4,5]

는 사용자 인증을 해 생성하는 패스워드를 매번 달리 

생성하여 사용자 인증에 사용하고 한번 생성된 패스워드

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인증방식으로 인증번호가 노출되

더라도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OTP

는 다양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해서 사용자는 OTP 

발생기, 보안카드와 같은 별도의 인증 보조 도구를 소지, 

리해야 한다. 한 이러한 도구들을 분실하거나 물리

인 충격에 의해 고장, 망실되었을 때는 OTP를 사용하

지 못하거나 공격자에게 악의 인 목 으로 사용될 가능

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Health care 시스템[6,7,8]에서 수집된 건강정보를 이

용한 OTP 생성방식을 제안한다. u-Health care 시스템

은 원격에서 사용자들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건강상태

를 체크하고, 진단, 나아가 치료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으로 USN[9] 기술을 바탕으로 구 된다. 이러한 

u-Health care의 연구는 치매환자의 돌 [10], 노인 돌  

시스템[11], 병원내 진료, 경 지원까지 통합하는 통합지

원시스템[12]을 구축하기 한 연구 등을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 때 다양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들이 

사용자의 건강정보 수집을 해 사용된다. 웨어러블 기

기들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건강정보는 다양한 생활패턴

으로 시시가각 변화하기 때문에 OTP 생성 시 요하게 

사용되는 연계정보를 신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2장에서는 련 연구로 기존의 OTP의 생성 방식을 

기술하며, 3장에서는 제안하는 상요자의 건강 정보를 이

용한 OTP 생성 방식에 해서 기술하고, 4장은 비교분

석, 5장은 결론으로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OTP 설계방식

OTP는 온라인상에서 상 를 인증하기 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OTP는 재 핸드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인터넷 뱅킹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OTP는 로

세스는 [Fig. 1][13]과 같다. 첫 단계는 매번 다른 OTP를 

얻기 해서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

계는 생성된 연계정보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

호문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생성된 암호

문을 OTP 추출 함수를 이용하여 최종 OTP를 생성하는 

단계이다[13]. 이러한 로세스를 가진 OTP 생성 알고리

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 시간동기화 방식, 질의-응답

방식이다. 

[Fig. 1] OTP Generation Process  

2.1.1 이벤트 동기화 방식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인증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이

벤트를 발생시켜 서버에 이벤트 값을 달하고 이벤트의 

특정값을 OTP 생성의 연계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벤

트 동기화 방식이다[14].

2.1.2 시간 동기화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은 계속 변화하는 시간 정보를 연계 

정보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사용자가 특정한 시 에서 

OTP를 발생시켜 인증을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도 사용

자가 요청한 동일한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OTP를 발생

시켜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OTP 발생기와 서버

간의 OTP 생성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증

을 요청한 시간이 노출되면 OTP가 노출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2.1.3 질의 응답 방식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기 과 사용자가 미리 합의된 

내용의 질문을 서버가 보 하고 사용자의 인증 요청에 

미리 합의된 질문을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이에 답변하여 

연계 정보를 생성한 후 OTP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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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서 미리 배포한 보안 카드의 번

호를 질의한 후 질의에 한 답을 사용자가 입력하 을 

때 OTP를 생성하여 인증하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이 방

식은 합의된 질의 내용에 한 한계가 있으며, 질의 내용

에 한 정보가 노출되면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

하는 단 이 있다.

  

2.2 OTP 추출 알고리즘 

OTP 추출 알고리즘은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암호문에서 최종 OTP를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13]. 이 알고리즘은 정  추출 알고리즘과 동  추출 알

고리즘이 있으며, 정  추출 알고리즘은 생성된 암호문

에서 OTP를 생성하기 해서 항상 같은 순번의 Byte를 

추출하는 방법이며, 동  추출 알고리즘은 추출 을 계

산하기 해서 OTP 생성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에서 

추출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13]. 

3. 제안하는 건강 정보를 이용한 

   OTP 생성 방식

2장에서 언 한 단 을 해결하기 한 건강 정보를 이

용한 OTP 생성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OTP 생성 

방식은 u-Health care 시스템이 구 되어 u-Health care 

시스템을 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가정을 제로 한다. 다

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가정마다 갖추어진 u-Health care 

시스템을 한 건강 정보 수집 기기들을 통해 수집된 건

강 정보가 가정의 u-Health care 센터에 모이게 된다. 

OTP를 생성할 수집된 다수의 건강 정보는 <Table 1> 

과 같이 장된다.

<Table 1> Health Information
        Item

Date

Weigh

(kg)t

Blood Pressure

(mmhg)
...

SBP DBP ...

2015 06 30 86.4 115 78 ...

2015 07 01 86.2 119 80 ...

2015 07 02 86.0 113 76 ...

2015 07 03 86.3 116 79 ...

... ... ... ... ...

이 건강 정보는 해당 날짜 정보와 Time Stamp와 함께 

OTP 생성을 한 연계 정보로 활용되고, OTP 생성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OTP 값을 생성한 후, 날짜 정보와 

Time Stamp룰 이용하여 특정 바이트를 추출한 후 최종 

OTP 값이 만들어진다. 

3.1 건강 정보를 이용한 OTP 생성  

OTP 생성은 2단계를 거쳐 생성된다. 1단계는 연계정

보 생성, 2단계는 OTP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한 OTP 값 

생성이다. 

① 1단계 연계 정보 생성 : OTP 생성을 해 6개의 건강

정보가 선택되며, 6개의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서 3개, 

인증서버에서 랜덤하게 3개 결정된다. 6개의 건강정

보는 OTP 생성이 요청된 시간 값(Time Stamp)과 날

짜정보와 함께 연계정보로 활용된다. 여기서 날짜정

보는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 건강정보의 첫 번째 건

강정보의 날짜와 인증서버에 의해서 선택된 건강정보

의 첫 번째 건강정보의 날짜가 XOR 연산된 값이다. 

이러한 3가지 정보(건강정보, 시간정보, 날짜정보)연

하여 Hash 함수를 거쳐 OTP 연계정보를 생성한다. 

[Fig. 2] Generation Offset Information 

② 2단계 OTP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한 OTP 값 생성 : 

1단계에서 생성된 연계정보는 OTP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문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 알

고리즘으로 256비트 A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

화한 후 OTP값을 생성한다. 256비트의 key 값은 서

버와 사  의 하에 Key를 나 어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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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종 OTP 추출 방식

3.1 에서 생성된 OTP 값에서 최종 OTP값을 추출하

기 해 건강정보 사용자 선택날짜와 서버 선택날짜, 인

증 서버에 인증을 요청한 시간(Time Stamp)을 활용한다. 

서버와 사용자의 건강정보 선택날짜와 사용자가 인증

을 요청한 시간을 XOR 연산한 값에 mod 연산하여 추출

을 구한다. 최종 OTP 추출 방식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추출지  선정 단계 : 건강정보 선택날짜는 YY년 

MM월 DD일로 표 이 가능하며, 인증 요청시간은 hh

시 mm분 ss 로 표 이 가능하다. 서버의 건강 정보 

선택날짜와 사용자의 건강정보 선택 날짜의 각 성분

끼리 XOR연산하여 결과를 얻는다. 이 결과의 각 성

분과 사용자가 서버에 인증을 요청한 시간의 각 성분

을 다시 한번 XOR 연산하여 추출지 (IEP : 

Information of Extraction Point) 3개를 선정한다.  

[Fig 3]은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인 것이다.

 

[Fig. 3] Selection of Extract Point

② 최종 OTP 결정 단계 : 본 단계는 IEP 3개를 통해 

OTP 생성알고리즘으로 생성한 OTP 생성 값에서 최

종 OTP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선정된 

IEP 3개와 OTP 생성 값의 Byte 순서를 매칭하여 해

당 Byte의 값을 OTP 최종 값으로 결정한다. 선정된 

IEP는 32byte의 결과 값에 매칭시키기 해 mod 연

산을 거친다. [Fig. 4]는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 를 

들어 보인 것이다. 

3개의 IEP가 각각 20, 30, 05로 정해졌을 때, 각각을 32

로 mod 연산을 하면, 20, 0, 05로 값이 변경되며, 차례

로20번째, 0번째, 5번째 byte가 최종 OTP로 결정된다. 

   

[Fig. 4] Gerneration of OTP(One Time Password)

3.1 의 단계를 거쳐 생성된 OTP 생성 값이 그림의 

byte와 같다고 할 때, OTP 생성은 최종 E13FAE 는 

761902이다.  

4. 비교분석

제안하는 OTP 생성방식은 기존의 OTP 생성 방식에

서 사용하 던 OTP 발생기, 보안카드와 같은 보조 도구

들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u-Health care 센터에 모이는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열람하기 해서 u-Health care 센

터에 속이 필요하지만 OTP 발생기 등을 소지하고 있

어야 하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간편해졌다. 한 개인

의 건강정보가 u-Health care 시스템에 의해 많이 수집

된다면 연계정보의 랜덤성은 더욱 커진다. 조 의 변화

에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Hash 함수를 특성을 고려하

면 매일 매일 변화하는 건강정보는 아주 좋은 연계정보

가 될 수 있다. 한 OTP는 6자리 이상의 숫자 는 문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표 도 만족한다. 더욱이 3.2

에서 제한한 OTP 추출지  정보를 4개 이상으로 늘리

면 6자리 이상의 인증번호도 충분히 가능하다.

OTP 생성 방식은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OTP를 생성

하게 된다. 연계정보는 선택되어진 후에 Hash 함수를 거

치게 된다. 연계정보의 랜덤성은 OTP의 충돌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MD5(Message Digest 5)[15], SHA(Secure 

Hash Algorithm)[16]와 같은 Hash 함수는 어떤 값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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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수행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TP 생성방식은 연계정보를 건강

정보로 활용하고 있게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u-Health care 시스템과 연계된 디바이

스들과 간단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u-Health care 

센터로 다양한 건강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향후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u-Health care 시스템과 연계된다면 더 많

은 연계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단된다. 재 제안

하는 OTP 생성방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건강

정보는 략 7~8개 수 이다. 7~8개의 건강정보도 매일 

매일 오랜 시간동안 축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는 단히 많아진다. 이 게 많은 연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제안하는 OTP 생성 방식은 매우 다양한 인증번호

를 생산해낼 수 있다.

OTP는 한번만 사용하고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사용된 인증번호가 복되어 사용된다면 보안상 큰 

험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존의 OTP 생성 방식과 제안

하는 OTP 생성방식의 충돌내성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충돌내성 실험은 

1,000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는 동안 몇 개의 충돌이 생

기는지 실험하 다. 

<Table 2> Result of Collision resistance
Generation 

Time
Existing Methods Proposed Methods

1000 0 1

2000 1 1

3000 1 1

4000 2 2

5000 3 2

6000 3 3

제안하는 OTP 생성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유사한 충

돌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안하

는 OTP 생성방식은 u-Health care 시스템의 사용 기간

이 늘어나면 연계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사용자의 건강정보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존의 OTP 

생성방식보다 충돌내성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5. 결론

기존의 OTP의 번거로움들을 해결하고 u-Health care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OTP 생성 방식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 다. 4장에

서 기술한 것처럼 제안된 OTP 생성 방식은 기존의 OTP

보다 충돌내성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 다. 한 기존

의 OTP가 가지고 있는 OTP 발생기, 보안카드 등의 

OTP 보조 수단들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 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건강정보를 이용한 OTP 

생성 방식은 기존의 OTP 알고리즘을 체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OTP 생성방

식은 u-Health care 시스템이 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연계정보로 사용하는 건강정보는 사용자

의 개인정보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

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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