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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기기는 결제, 할인쿠폰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진화되면서 통신과 융이 

융합된 모바일 NFC 서비스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NFC의 이와 같은 속성은 모바

일 쿠폰을 사용하기 한 환경에 매우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NFC 기반의 쿠폰 서비스

를 한 련 보안 기술  련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NFC 서비스 활성화 동향을 쫒기 바쁜 

국내 업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NFC 기반 쿠폰 서비스 사용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안상 침해요소에 해 처하기 힘들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산능력이 떨어지는 NFC 태그를 이용한 Schnorr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에 하여 제안한다.

1. 서론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3.56MHz 역의 

Short range high frequency를 이용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하나로 스마트폰과의 융합을 

통해 단말 간 read/write가 가능한 양방향 데이터통신을 

제공한다. 한 RFID와의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며 암호화 

표 (NFC-SEC)의 용으로 데이터 통신간의 안 성을 

제공하는 등의 장 들로 인해 새로운 응용비즈니스 모델 

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FC 서비스 활용

의 표 주자인 Google사는 소셜커머스와 NFC를 결합한 

'Google Offers'라는 서비스를 시작하 고 이는 온/오 라

인에서 폭발 인 강세를 띌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NFC 서비스 활성화 동향을 쫒기 바쁜 국내 업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서비스 활성화

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NFC 기반 쿠폰 서비스 사용

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안상 침해요소에 해 처하기 

힘들 것으로 상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 상은 일반

인 융사고와는 달리 일반 사용자가 아닌 기업이다. 악

의 인 목 을 가진 공격자에 의한 쿠폰 조나 이 사용, 

부정행  등으로 인해 기업 측에 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듯 다양한 이 존재하지만 NFC 시장 동

향과는 달리 련 기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 본 논문은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산학연

력 기술개발사업(No. C0119289)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

과물임을 밝힙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스펙의 물리 인 변화 없이 연산능력

이 떨어지는 NFC 태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법에 

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

된 NFC기반 mCoupon 방식에 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mCoupon에 한 보안요구사항에 

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안

방식을 기술하며, 5장에서는 보안요구사항에 의한 제안방

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모바일 쿠폰에 해 설명하고 기존에 연구

된 NFC기반 mCoupon 방식에 해 분석한다.

2.1 기존 연구

  일반 인 자형태의 eCoupon은 인터넷을 통해 발행되

며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여 사용한다[1]. 종

이 쿠폰에 비해 eCoupon은 게시  배포 비용이 낮고, 

달 속도가 매우 빠르며, 타겟 고객에게 바로 달될 수 있

으며, 소비자가 원격으로 자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eCoupon을 발 받는 방법에 있

어 사용이 번거로우며, 쿠폰 사용 시, 모든 매장에서 사용

자가 쿠폰을 인쇄해 올 것을 요구한다. 그 외에 보안상의 

다양한 들이 존재한다[2]. 이러한  시 에서, 최근 

m-Commerce 시 가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랫폼이 많

은 자 상거래의 움직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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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위치
eCoupon mCounpon

실제 매장 인터넷 실제 매장 커뮤니티

취득 방법
download→print download download download

E-mail→print E-mail SMS SMS

발행자 관점

발행가격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유통가격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유통량 큼 큼 고정적 고정적

게시(발행) 형태 개인/인가 개인 개인/인가 인가

자체시스템 x o x x

사용자 관점

획득 난이도 쉬움 쉬움 쉬움 쉬움

휴대성 어려움 어려움 쉬움 쉬움

보너스신청 불편함 일반적 불편함 편리함

즉시신청여부 x o x o

[표 1] eCoupon과 mCoupon 비교

효율 인 마 을 해 e쿠폰은 모바일을 활용한 

mCoupon 형태로 발 하 다[3,4,5].

2.2. m쿠폰의 분류 

  m쿠폰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eCoupon과 mCoupon을 [표 1]과 같이 비교  분석한

다[6]. 본 논문에서는 “NFC 기반 포스터 형태의 발행“ 방

식을 으로 분석한다.

- SMS메시지와 이통사에 의해 게시되는 형태

- mCoupon을 매하는 웹사이트

- LBS 기반의 mCoupon 송 방식

- NFC 기반의 포스터에 의한 발행

2.3 기존 연구의 문제

  기존에 제안된 mCoupon은 보호되지 않은 데이터로 인

해 쉽게 복사되거나 추가 비용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

다. 2007년 Dominikus 등은 mCoupon에 한 보안 공격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기법을 제안하

다[3,4]. 그러나 해당 기법들은 NFC 태그를  고려하

지 않았다. 즉, 연산량과 통신량이 매우 높아 실제 NFC 

태그 상에서 구 이 불가능하다. 이후 2009년 Hsiang 등

은 Dominikus 방식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해시 기반

의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 다[5]. 이 기법은 부분의 계

산을 해시연산만을 사용하므로 효율 이다. 그러나 악의

인 목 으로 정당한 사용자의 ID를 수집한 공격자는 수집

된 ID정보들을 이용하여 불법 쿠폰을 생성할 수 있는 취

약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키 방식의 안 성

을 갖추며, 연산 효율성을 극 화 시키기 해 기존에 제

안된 Schnorr 서명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서명 

기법을 제안한다[7]. 

3. 보안요구사항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 한 mCoupon 서비스를 해

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인 쿠폰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만

족해야한다. 먼  사용자에 의해 발 된 쿠폰이 장  

보 되어 재사용 되어서는 안되며, 발 된 쿠폰 정보가 복

호화 되어 사용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한 쿠폰 발

행자(Tag 는 스마트포스터)에게서 발행되는 쿠폰은 

구나 발 이 가능해야하며, 따라서 사실상 간자 공격이 

의미가 없고 공개키를 안 하게 송할 필요가 없다. 다

만, 사용자가 검증자(Cashier 는 상 )의 공개키 는 

쿠폰 발행자의 공개키를 통해 쿠폰의 암호화가 이루어질 

경우, , 사 에 분배된 공개키 일 경우 등, 인증을 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FC 태그의 연산능

력을 고려하여 실 인 연산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

서 NFC 모바일 쿠폰 서비스에서의 보안요구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인증  권한 :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기의 소유주이며 

해당 서비스와 쿠폰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가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 조 방지 : 발 자만이 유효한 쿠폰을 제공할 수 있으

며, 다른 어떠한 참여자나 공격자가 그것을 조할 수 

없다.

․ 무결성 : 쿠폰의 유효기간, 수량,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

은 쿠폰의 컨텐츠를 사용자나 다른 공격자에 의해 변

경되지 않고 송 에러 없이 안 하게 원래와 같은 상

태로 송되어야 한다.

․ 효율성 : 제한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연산량 측면

에서 효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안방식

 이 장에서는 3장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NFC 

mCoupon 서비스를 한 Schnorr기반의 서명 기법을 제

안한다. 본 제안방식에서 실제 mCoupon 결제 로세스 

상의 단계는 연구 범  밖으로 간주하며, 본 논문상에서 

배제한다. 각 단계의 수행 차는 서명생성 단계와 서명검

증 단계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시스템 계수

  본 제안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계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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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설계한다.

․ ∗  : 각각의 개체 (A : , B : ) 

․   : 스마트 포스터 는 신문 고에 부착되는 수

동형 NFC (m-Coupon 발행 역할 수행)

․   : 상 에서 상품 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mCoupon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역할 수행

․   : 암호화된 쿠폰정보

․   : 의 수가 소수 인 부분군

․   : 소수(1024bit)

․   : 군의 생성자(원시군)

․ : 개인키

․   : 공개키,     

4.2  서명생성 단계

  서명 생성 단계는 가 쿠폰을 발  하는 단계에

서 수행되는 단계로 NFC Tag가 발행될 당시에 발행기

으로부터 비 키 값 와 임의값 를 생성한 후 를 계

산하여 모두 장되었음을 가정한다. 한    는 공

개정보이다.

Step 1: 는 쿠폰정보 에 한 서명과 검증정보를 

생성하여 에게 송한다.

         
      
 →    

Step 2: 에게  를 송 후, 는 값의 

카운  증가  기존   값에 를 한번 곱한 값을 

장한다. 이후 과 을 다음 서명 생성 시에 사

용한다. 

4.3  서명검증 단계

  서명검증 단계는 가 로부터 받은 쿠폰에 

한 서명을 검증하는 단계로 달받은  ,  , 를 통해 

쿠폰의 한 무결성을 검증한다. 이 단계는 기존의 

Schnorr 방식과 동일하다. 

Step 1: 는 로부터 달받은 와 과 

를 이용하여 생성한  ′를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며 서

명 검증 단계는 아래와 같다.

       
        
  ≡ 

  ≡  

  ≡  

  ≡ 

5. 제안방식분석

  본 제안방식은 3장에서 도출된 보안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가  에 의해 잉여류 상에서 돌게

되므로 숫자가 무한히 커져지지 않기 때문에 연산에 효율

이 떨어지지 않는다.

․ 인증  권한 : 사용자는 기 어 리 이션 설치를 통

해 ID값을 할당 받고 해시 체인을 통해 생성된 ID를 

통해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한다.

․ 조 방지 : 와 간의 공유된 비 키를 

통해 다른 어떠한 참여자나 공격자가 그것을 조할 

수 없다.

․ 무결성 : 와 간의 공유된 비 키를 통해 

의 노출없이 안 한 통신이 가능하다.

․ 효율성 : 단순 덧셈, 곰셈 연산  해시 연산만을 사용

하므로 연산량 측면에서 효율 이다.

6. 결론

  본 제안은 기존의 mCoupon 서비스에서의 보안요구사항

을 만족하며 조된 NFC태그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한 제한된 디바이스의 연산량을 고려하여 NFC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 인 mCoup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구 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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