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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공

개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접근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상행위에 대한 정보의 보

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 보안기술과 원타임 패스워드시스템, 그리고 

지불시스템 로그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원타임 패

스워드시스템을 적용한 지불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전

자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공개를 지향하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일련

의 상행위로서 상거래 정보의 보호와 로그인 단계에

서의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한 보안기술과 원타임 패스워드시스템(One-

Time Password) 등의 관련 기술을 고찰한다. 그리고 웹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불시스템 로그인 단계에서의 문

제점들을 검토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타임 패스워드를 적용한 지불시스템 모델을 제시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을 보면 2 장에서는 관련기술로서 지

불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보안 기법과 원타임 패스워드

시스템을, 3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지불시스템

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지불

시스템 로그인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문제를 검

토한 후 원타임 패스워드시스템 적용 방안을 논하고, 

마지막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Ⅱ.  관련기술 

 
전자상거래는 공개된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거래의 전과정이 철저한 보안을 요구

하므로 암호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자

상거래에서 적용이 가능한 암호화 기술과 로그인 단

계에서 강력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원타임 패스워

드시스템에 대해 검토한다. 

 

1. 보안기법 
 

1) DES 암호화 방식 

 

DES 암호화 방식은 대표적인 대칭적 알고리즘으로

서 정보의 암호화와 해독에 64 Bits (56 Bits + 8 Bits의 

패리티)의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정보를 교환하는 양

측이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서로 상대방에게 교환하

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래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

우에 그만큼 키를 만들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5] 

 

2) RSA 암호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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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알고리즘은 개인키와 공개키를 이용한 방법으

로, 제안자 이름을 따서 RSA(Rivest, Shamir, Adoleman)

라고 붙여졌다. 이 알고리즘은 개인키와 공개키를 이

용하는데, 공개키로 암호화 된 문장은 공개키에 대응

하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해독할 수 있다. 또한 개인키

로 암호화 할 경우에도 대응되는 공개키를 이용하면 

원문을 재생할 수 있다.[6] 

 

3) SEED 암호화 방식 

 

  SEED 암호화 방식은 국내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

호를 목적으로 한국정보 보호센터에서 개발한 한국표

준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블록단위로 메시지를 처리하

는 대칭키 블록암호 알고리즘이다. SEED 는 8, 16, 32

비트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며 입출력문의 크기는 

128 비트로서 라운드 동작과 동시에 암,복호화 키가 

생성 된다.[7] 

 

2. 원타임 패스워드시스템 
 

  원타임 패스워드 시스템은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웍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있어 안전성을 보장하여준다. 보

통의 경우 시스템에 로그인 하기위해서는 동일한 패

스워드를 매번 사용하는 현재의 로그인 체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네트웍 도청을 통하여 계정과 패

스워드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낸 

패스워드는 부정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원

타임 패스워드시스템은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마다 

항상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일단 한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불법적인 방법으

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냈다 할지라도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4] 

  원타임 패스워드 시스템의 구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동기화된 시간을 유지하여 Time-Stamp를 사용  

�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가지고있는 임의의 패스워

드 리스트 위치를 동기화하여 패스워드로 사용  

� Sequence Generator 의 상태를 동기화하여 임시적

인 Sequence Number사용  

� Challenge-Response Schemes이용  

  Challenge-Response Schemes을 이용한 인증절차는 먼

저 사용자가 인증을 요구하면(로그인 시도), 서버쪽에

서 임의의 Challenge 를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전송한

다. 사용자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과 Cha- 

llenge 를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할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서버에게 Response 메세지를 전송한다. 서

버는 동일한 Challenge 와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을 이

용해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한 후 사용자가 전송한 

Response 와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IETF One Time Password Authentication (OTP) Working 

Group 에서는 원 타임 패스워드 인증 기법(One-time 

password Authentication Technologies)들에 대해서 여러 

벤더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Standards-

track RFC 1938 (A One-Time Password System)을 작성했

으며, 현재 원 타임 패스워드 기법을 이용해 구현한 

제품에는 Bellcore의 S/KEY (TM) 시스템, the US Naval 

Research Laboratory (NRL)의 "One-time Passwords In 

Everything" (OPIE), logdaemon 등이 있다.[10][11] 

 

Ⅲ.  지불 시스템 
 

  지불시스템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대금결제를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자금의 흐름을 

제어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에서의 전자지불 프로토콜은 SET 과 NON-SET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을 별도로 분류하

지 않고 일반적인 현황과 유형을 검토한다. 

 

1. 지불시스템 개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는 단순한 상품 구입

과 대금의 지불까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실 거래에서 대금의 결재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이다.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대금 결재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

을 사용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에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는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들

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공개를 

지향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이들 정보가 노출될 수 밖

에 없어 부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의 지불 시스템은 소비자

와 상인, 그리고 중계자들이 상호 개입되어 거래를 진

행할 때 적절한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한편, 정보의 

교환 및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단계

에서의 강력한 인증 기능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

다. 

 

2. 지불시스템 유형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불 수단은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지불 방법은 그 형태나 거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5] 

� 직접적인 상거래 방식에 기반한 분류 

� 전자자금 이체 

� 디지털 현금 

� 전자 화폐 

� 자금 흐름에 따른 분류 

� 현금방식 지불 

� 수표방식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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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 

� 직접 지불 

� 간접 지불 

� 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  

� Online 지불 

� Offline 지불 

� 추적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추적 가능 지불 

� 추적 불가능 지불 

  위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 상거래시스

템은 다양한 지불 방식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송형 

지불방식인 전자대금 이체, 가치 저장형 지불 방식인 

디지털캐시, 지불지시형 지불 방식인 E-cash 등은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 지불방식은 그 거래가 디지털화 된 정보로 이

루어지므로 이들 자료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즉, 

디지털화 된 정보는 불법적인 도용이나 복제가 비교

적 간편하고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의 정도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불

시스템은 무결성, 인증, 보안성, 가용성 및 신뢰성이 

확보 되어져야 한다. 

 

Ⅳ. 원타임 패스워드 적용 방안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공유 및 교환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의 해킹등의 사건은 날로 그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고도화 됨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불시스템 로그인 단계에서의 보안문제 

유형을 검토하고 이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

불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1. 지불시스템 로그인 단계에서 보안문제  
 

  일반적으로 지불시스템은 어떤 프로토콜을 구현한 

것이고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실제의 상거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

자상거래의 모든 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하

지만 현재의 인증시스템 구조에서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 함으로서 정보의 보호는 어느 정도 되고있지만, 

로그인 단계에서의 인증은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다.  

  현재의 웹 환경에서 지불시스템 접근을 위한 로그

인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9] 

� 암호에 관한 공격 

� 패킷 스니핑 공격 

� 엑세스된 상태를 악용한 공격 

� IP SPOOFING 

� 순차적 번호 예측 공격 

� 기술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2. 원타임 패스워드 적용 방안 
 

  공개를 지향하는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모든 지불시스템,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로그인 

단계는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지

적한 문제점과 같이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도용하여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할 때 

근본적으로 접근(로그인)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불시스템에서의 인증이 인터넷 환경에서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앞에서 검토되었던 문

제점, 특히 불법적인 도용을 예방하면서 사용자가 쉽

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로그인 단계

에 있어 간편한 로그인 절차와 그리고 원타임 패스워

드시스템 중 Challenge-Response Schemes 을 적용한 지

불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한다. 

 

 

 

 

 

 

 

 

 

 

 

 

 

 

 

 

 

 

 

 

 

 

 

[로그인 절차] 

① [CL] Login 요청(인증 DB의 계정, 식별번호) 

② [SV] 수신/인증 DB의 계정 확인(계정, 식별번호) 

③ [SV] 동일하면 Challenge 생성, 아니면 종료 

④ [SV] Challenge 송신/인증 DB에 관련정보 저장 

⑤ [CL] Challenge 수신 

⑥ [CL] OTP 생성(Challenge, 사용자 패스워드 사용) 

⑦ [CL] 계정, OTP 송신 

⑧ [SV] OTP 생성 후 사용자 OTP와 비교(계정,OTP) 

⑨ [SV] 동일하면 인증/저장, 아니면 거부/종료 

⑩ [SV] 인증 메시지 송신/세션 설정 

⑪ [CL] 인증 메시지 수신 

 

[그림 1] OTP를 적용한 지불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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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지불시스템 모델과 인증절차에서 볼 수 있듯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는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

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번호를 가진 생성기가 설치

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 한다. 로그인을 

할 때 자신의 계정은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이

때 브라우저는 인증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신의 계

정과 생성기의 식별번호를 가지고 서버에 접근한다. 

로그인 정보를 수신한 서버는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정과 생성기의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인가자

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인가자일 경우 임의의  Chall-

enge 메세지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요청자에게 Challenge 를 송신한다. 요청자는 Challenge

와 계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이

용하여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한 다음 계정과 패스

워드를 가지고 다시 서버에 로그인을 요청한다. 이때 

서버는 동일한 Challenge 와 사용자의 계정을 이용해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한 후 사용자가 전송한 계정

과 패스워드를 비교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므로 패스

워드의 불법적인 사용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Shopping Mall 에서는 Application 서버 또는 관련 

Demon 이 접수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받아 해당되는 

G/W 로 거래내용을 중계 함으로서 제시된 모델에서 

사용자 인증과 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처음 등록할 때에만 서버에 정보의 

등록/변경을 요청하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로그인 정보를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

번 계정을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세션이 매번 새로 설정될 때마

다 로그인 패스워드가 변경되므로 앞서 검토하였던, 

가상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정보유출이나 해킹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 부문에 

있어서는 SEED 등을 포함한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독립적으로 적용 함으로서 정보의 보안성

을 보장하여 준다. 따라서 제시된 모델은 다양한 형태

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로그인 단계에서의 강력한 사

용자 인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  론 
 

  전자상거래는 실제의 상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

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모든 상거래 시스템은 공개된 인터넷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불법적으로 계정과 패스워드

를 도용한 부정 거래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불시스템의 로그인 단계에

서 보다 철저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계정과 

패스워드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타임 패스워

드시스템을 적용한 지불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이며, 이에 따라 지불시스템은 보다 안전한 지불을 위

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요구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지불시스템에서 보다 강력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지불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제안된 모델의 구현과 현재 사용중인 전자

상거래 지불시스템 그리고 국내의 금융환경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SET/NON-SET 이 통합된 지불시스템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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