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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9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뱅킹 서
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
공하는 것은 물론 은행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  인터넷 뱅킹은 그 요성이 더욱더 커져갈 
것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뱅킹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해킹을 통해
서 불법  계좌 이체를 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도용하는 등 그 피해의 유형  규모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체 인 요소들(Com-
ponents)을 분석하고 서비스 흐름(Service Flow)에 따른 해킹 을 구조 으로 분석한다. 이
를 통하여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근본 인 문제 을 지 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해킹 
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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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internet banking service was introduced to Korea in 1999, the service has placed itself 
as an indispensable service to most users. The internet banking, which provides convenience for 
internet users as well as efficiency for banks, is expected to increase its importance more and to play 
a bigger role as a passage of funds. Meanwhile, numerous accounts as to the misusage of the 
internet banking service have been reported and the types and size of damages, especially making 
illegal money transfers and embezzling user information through computer hacking, tend to increase 
continuously. This paper points out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urrent internet banking service by 
analyzing the all components of the internet banking service and fitting the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of hacking threats in accordance with service flow. This paper also attempts to propose the 
means to minimize the hacking threats of the internet bank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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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 인류의 부신 발 에 지 한 향을 미

친 기술 에 하나는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다. 인

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구 은 하나가 될 수 

있는 터 을 마련했으며, 각종 오 라인에서 행해

지던 커뮤니 이션, 정보의 교류와 축  등이 인터

넷이라는 기술 신으로 인해 집안 는 세계의 

반 편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과 함께 물질 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화폐 역시 

자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고 1999년에 인터넷 뱅

킹이라는 온라인 은행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이후 

재까지 그 이용률은 증 되고 있으며, 요도 역

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은행업무가 활발해짐에 따라 안

한 서비스 제공을 한 노력과 더불어 알려지지 

않은 보안 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악의

인 사용자에 의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해킹은 

흥미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

문에 이에 한 공격 기술들은 나날이 발 하고 

있다. 각 융권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직  해

킹하여 뱅킹 사용자들의 로그인 정보  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것은 지  재로는 아주 힘든 일

이 아닐 수 없다. 재 융권의 네트워크 구성은 

1차, 2차, 3차 방화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망 

별 보안 수 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한 직 인 공격시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침입자 입장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손쉽

게 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 내었다. 그 방

법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직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PC를 해킹하는 것이다. 표 인 방법은 키 로거

(Key Logger)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인터넷 뱅

킹 사용자들의 키보드 입력 값들을 장하여 로그

인 정보  뱅킹 거래 정보들을 빼내는 것이다. 이

와 같이 해킹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

기 하여 키보드 보안 솔루션  웹 세션 암호화 

솔루션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로 인해 

융거래 시스템의 보안 수 은  증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체계 인 취

약  분석  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해킹 사고는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서비스 흐

름을 정의하고 각 흐름별 해킹 들을 도출하여 

문제 을 고찰하고 보안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터넷 뱅킹 보안 시스템 황

2.1 인터넷 뱅킹 보안 수 에 따른 공격 수

‘인터넷 뱅킹의 연도별 보안 솔루션 도입 황  

공격흐름’은 (그림 1)과 같다. 1999년 국내 최  인

터넷 뱅킹이 도입되는 시 은 서비스의 효용성 측

면에 한 부분만 부각됨에 따라 보안 인 요소에 

한 고려가 미흡하여 인터넷뱅킹의 악용을 방지하

는 보안 솔루션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로 뱅킹 서비

스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보안의  요소를 

감안하여 2003년 말 최 로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뱅킹 시스템의 보안 수 을 강화하 다.

 (그림 1) 인터넷 뱅킹의 연도별 보안 솔루션 

도입 황  공격흐름

2004년 말에는 키보드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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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세션을 암호화 하여 송하는 ‘Web Session Se-

curity 솔루션’, 뱅킹 사용자의 PC에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한 ‘PC보안 솔

루션’이 병행되어 도입되었다. 2005년 말에 인터넷 

뱅킹 해킹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하 는데,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시킨 후 키 로깅(Key Log-

ging)을 하여 계좌 비 번호  기타 정보를 획득

함으로써 불법 인 이득을 취했다[1].

이후 보안 솔루션의 보안 강화에 더더욱 이 

맞추어졌으며 재에 이르기까지 보안카드 입력 

방법 변경, 키보드 보안 솔루션 강화, OTP도입 등

이 이루어졌다. 

(그림 1)과 같이 연도별 보안 솔루션의 도입 

황을 기 으로 각 수 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그

림 1)을 참조하면 보안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1단계에서는 특별한 해킹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키 로깅(Key Logging)을 통한 사용자 정보 

도용이나 스니핑(Sniffing)을 통한 사용자의 요 

정보 획득이 쉽게 가능하다. 키보드 보안 솔루션

이 존재하는 2단계에서는  수 의 해킹을 통

하여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 도용이 가능하다. 3단계의 Web Ses-

sion Security, PC 보안 솔루션, 키보드 보안 솔루

션의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과  

수 의 키보드 보안 솔루션 무력화 기법과, Web 

Session Security 솔루션 무력화 기법 등의 방법

으로 역시 사용자 정보의 도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4단계는 재의 인터넷 뱅킹 사용 수

으로 고 수 의 키보드 보안 솔루션 무력화 기법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 도용이 가

능하다. 무력화 기법에 한 구체 인 내용은 ‘3. 

인터넷 뱅킹 취약  분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2 인터넷 뱅킹 서비스 구성요소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크게 Presen-

tation Layer, Function Layer, Data Layer라는 3 

계층(Layer)으로 구성할 수 있다. Presentation La-

yer는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웹 라우 를 통해서 

외향 으로 보이는 뱅킹 사용자단의 PC와 웹서버

에서 제공되는 웹 라우  상의 뱅킹 서비스를 

한 화면이 포함되어 있다. Function Layer는 실제 

뱅킹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요 로직이 되는 부분

으로 사용자가 뱅킹 서비스에 한 요청 시 이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Data Layer는 실제 사용자의 

신상 정보, 계좌정보, 뱅킹 데이터 등이 장되는 

부분을 말한다. Network Layer는 뱅킹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웹서버, APP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하여 송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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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터넷 뱅킹 서비스 구성요소

2.3 인터넷 뱅킹 보안 서비스 로세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구성 요소와 함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단계별 로세스를 살펴

보면 인터넷 뱅킹을 시작하기 하여 웹 라우

를 열면 1단계로 보안 모듈들이 사용자 PC에 깔리

게 되며, 2단계로 보안 모듈들이 사용자 PC에서 실

행이 된다. 3단계로 로그인 요청/승인을 하게 되는

데 보안 솔루션의 로세스들이 제 로 활성화 되

어 있지 않으면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요청을 허용

하지 않는 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4단계 5단계 

한 보안 솔루션에 한 실시간 Alive Check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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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일 시스템  로세스를 검한다. 

(그림 3) 인터넷 뱅킹 서비스 단계별 로세스

2.4 인터넷 뱅킹 보안 서비스 황  문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보안 솔

루션들의 개별화’, ‘보안 솔루션의 부분 용’, ‘보

안 솔루션을 한 솔루션’, ‘사고 발생 후 조치’라

는 총 4가지의 황  문제 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항목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1 보안 솔루션들의 개별화

재 등장한 보안 솔루션들은 키보드 보안 제

품, Web Session Security 솔루션, 스 이웨어 탐

지/제거 제품, 개인 방화벽 제품 등 다수가 존재하

고 있다. 동일한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보호 가능한 역이 벤더별로 상이함

은 물론 다른 카테고리의 보안 솔루션과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보호 가

능한 역의 락이 생기거나 연동되는 부분에서

의 결함으로 인해 보안 솔루션에 치명 인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를 들어, 통합된 보안을 제공

하는 환경에서 상호 의존성을 검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제 기능을 충

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신의 기능에만 충실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통

합된 보안을 제공하는 역에서 한 개의 카테고리

가 락됨으로 인해 사용자 PC에 한 보안은 무

효화 될 수 있다. 

2.4.2 보안 솔루션의 부분 용

인터넷 뱅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호하기 

해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에 한 용이 일부분

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 이므로 로세스 단계에 

따른 Security Hole이 존재한다. 를 들어 인터넷 

뱅킹 로세스 단계  로그인 단계에서는 Web Ses-

sion Security 솔루션의 로세스가 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요 정보에 한 획득이  수 의 해

커에 의해서는 어려운 상태이나 계좌 이체 단계에서

는 Web Session Security 솔루션의 로세스가 

용되어 있지 않아(암호화 모듈이 용되어 있지 않

아)인터넷 뱅킹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2.4.3 보안 솔루션을 한 솔루션

뱅킹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보안 솔루션을 우회

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를 들

어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사용자의 PC에서 구동

함에 있어 로세스  일 시스템에 한 무결

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된다면 악의

인 사용자는 Process Injection과 같은 다양한 기

법들을 이용하여 정상 인 보안 로그램을 해커

에 의해 제작된 로그램으로 변경하여 보안 기능

을 무력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보안 

솔루션을 한  다른 보안 책을 요구하는 상황

을 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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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사고 발생 후 조치

이미 여러 어 리 이션의 보안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고 발생 후 보안 책을 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 이 지속 으로 발

생하게 된다. 이는 사  조치에 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문제에 해서 임기응

변식으로 응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솔루션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잘못된 설계 는 특

정 함수의 잘못된 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다. 하지만 보안 솔루션의 재설계 는 체 함수

의 변경 등과 같이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정상화가 우선순 를 차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특정 부분만을 수정하

게 되며, 근본 인 문제 해결은 등한시 된다.

3. 인터넷 뱅킹 취약  분석

3.1 인터넷 뱅킹 서비스 공격 분류

인터넷 뱅킹  분석을 한 공격 분류(Attack 

Category)는 크게 Client Module과 Server Module

로 분류 할 수 있다. Client Module은 클라이언트 

PC에서 발생하는 해킹에 한 공격 분류를 말하

며 Server Module은 뱅킹 서버 단에서 발생하는 

해킹에 한 공격 분류를 말한다.

(그림 4) 인터넷 뱅킹 서비스 단계별 로세스

Client Module에서의 공격 분류는 5개, Server 

Module에서의 공격 분류는 3개로 총 8개의 항목

을 도출할 수 있다.

3.1.1 Input Validation

인터넷 뱅킹을 하여 사용자 PC에 깔려 있는 

로그램에 하여 버퍼 오버 로우 공격과 같은 

악의 인 입력 오류를 이용하여 사용자 PC를 령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PC에 악의 인 로

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 도용을 시도할 수 있다[2].

3.1.2 File System Manipulation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PC에 깔려 있는 로그

램의 일시스템을 조작하여 보안 모듈을 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사용자 계좌 정보 획득  

요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3.1.3 Process Manipulation

인터넷 뱅킹 사용자의 PC에 깔려 있는 로그

램의 로세스 조작을 통하여 보안 모듈을 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사용자 계좌 정보 획득  

요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3.1.4 Cryptography

강력한 암호 선택  구 , 리를 통해 요 

데이터가 유출  변조되지 않게 하기 한 보안 

구성요소이다. 암호화에 해당되는 보안 모듈의 부

한 함수의 사용  복호화 함수 노출로 인하

여 암호화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3]. 

3.1.5 APP Manipulation

인터넷 뱅킹 사용을 하여 사용자 PC에 련 

어 리 이션이 설치되며 Reverse Engineering 기

법을 통하여 보안 인증 모듈 우회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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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3.1.6 Parameter Manipulation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상의 

라미터(Parameter) 값을 변경한 후 송하면 악

의 인 제 3자에 의한 계좌정보 열람  잔액정보 

열람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3]. 

3.1.7 Sensitive Data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사용자

의 신상 정보 는 계좌정보  비 번호 등이 노

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악의 인 행동

이 취해질 수 있다.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발생시

키는 모든 요소를 본 항목으로 볼 수 있다[3]. 

3.1.8 Session Management

사용자와 웹 어 리 이션 통신 시 사용자 정보 

확인   이체 등과 같은 요 기능의 실행 

 사용자의 재확인 실시, 일정시간 동안 사용자 요

청(Request)이 없을 때, 세션(Session)의 종료 등 

사용자 세션 리(User Session Manage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션 리가 취약할 경우 공격자

에 의한 Session Hijacking, Session Reply, Man 

In the Middle 등의 공격으로 합법 인 사용자로

서의 권한상승을 통한 시스템 침해가 가능하다[3]. 

3.2 인터넷 뱅킹 서비스  요소

(그림 4)를 참조하여 인터넷 뱅킹에 한 공격 

유형을 Client Module과 Server Module을 상으

로 분류하 으며 공격 수  등 을 Low( ), Me-

dium( ), High(고 )으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공격 가능성을 (그림 5)와 같이 도출하 다. Low 

수 은 해킹에 한 기본 지식 없이도 쉽게 공격

이 가능한 수 을 말하며, Medium 수 은 해킹에 

한 기본지식과 함께 Reverse Engineering의 기

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며, High 수 은 실제 공

격코드(Exploit Code)작성이 가능하고 Reverse En-

gineering 기법에도 능한 해커에 의해서 공격이 가

능한 수 을 말한다. 

공격 수 별로 공격 유형에 해 분류를 하면 

아래와 같다. 

Low 수 의 공격에는 일명과 일 시스템 속성 

변경을 이용한 File Manipulation, 로세스명 조

와 강제 제거를 통한 Process Manipulation, HTML 

소스 수정과 라우  모듈 Attach 기능 제거를 

통한 App Manipulation, 쿠키  세션에 한 획득

과 재사용을 통한 Session Management의 공격 

분류가 속한다. 

Medium 수 의 공격에는 클라이언트에 존재하

는 복호화 함수를 이용한 Cryptography, 애 리

이션 자체 조작과 ActiveX 업데이트 기능 조작, 비

정상 인 Method 조작을 이용한 Parameter Mani-

pulation, 비암호화된 통신과 세션 복호화를 통한 

Sensitive Data의 공격 분류가 속한다. 

High 수 의 공격에는 에뮬 이터, ActiveX, 보

안 모듈, 공인 인증서 설치 모듈의 취약 을 이용한 

Input Validation, DLL Injection과 Reverse Engin-

eering 그리고 키보드 드라이버 강제 종료를 통한 

App Manipulation, Spoofing/Replay Attack과 공

인 인증서의 인증 부족을 이용한 Session Mani-

pulation의 공격 분류가 속한다[4]. 

(그림 5) 공격 분류(Attack Category) 별 공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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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격 분류에 따른 보안 책

공격 분류 원인 요소 보안 책

Input 

Validation

로그램 개발시 

보안 인 요소를 

고려 하지 않음

(Buffer Overflow, 

Heap Overflow, 

Integer verflow)

보안모듈 자 

체 취약 을 

통한 사용자 

PC 권한 획 

득 후 악의 

인 로그 

램 설치(키 

로거, 웹 스 

니퍼)

보안요소를 

고려한 개발 

용

File 

System

Manipula-

tion

일 시스템 무 

결성 검 미흡 보안 모듈 

무력화(키로

깅/스니퍼를 

통한 계좌 

정보 획득)

일 시스템 

의 일 속성 

 무결성  

검 루틴 추가 

(해쉬 값 비 

교 루틴)

Process 

System

Manipula-

tion

로세스 무결성 

검 미흡

보안모듈 

로세스 

무결성 검 

루틴 추가

Crypto-

graphy

Web Session 

Security보안 

솔루션 복호화 

루틴 노출

사용자단 

PC에 서버 

에서 

Response된 

데이터에 

한 캐싱 

제거

APP

Manipula-

tion

바이 리 미보호

(안티 디버깅 루 

틴 부재)

Reverse 

Engineering

기법을 통한 

보안모듈 

우회/ 요 

정보 획득/ 

복호화루틴

악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바 

이 리에  

하여 안티 

디버깅 루틴 

추가

Parameter

Manipula-

tion

사용자 세션 

리 미흡

사용자 도용 

/타 사용자 

계좌정보 

조회

사용자 세션 

리 강화

Sensitive 

Data

클라이언트 사용자 

단에 사용자 요 

정보가 Html 데 

이터 형태로 캐싱 

사용자 요 정보 

에 한 암호화 

송 미흡

사용자 단 

Html 캐싱 

데이터 스니 

핑을 통한 

계좌정보 

획득/계좌 

정보 변조 

송

사용자단 PC 

에 서버에서 

Response된 

데이터에  

한 캐싱 제거 

보안 루션의 

방역 용

Session 

Manage-

ment

사용자 세션 리 

미흡

사용자 도용 

/타 사용자 

계좌정보 

조회

사용자 세션 

리 강화

4. 인터넷 뱅킹 보안 책

의 인터넷 뱅킹 아키텍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 공격 들을 분류하 으며 이러한 공격 가능

성들을 나열 하 는데 이에 한 해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향후 어떤 과제들을 고

민해야 하는지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총 8개의 공격 분류에서 도출된 보안  원인

을 분석하여 5가지의 험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

다. 이를 바탕으로 총 7가지의 보안 책을 <표 

1>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다. 

4.1 보안요소를 고려한 개발 용

보안모듈 바이 리에서는 Buffer Overflow[10], 

Format String Bug, DoS(Denial of Service)를 고

려하여 입력 값에 한 “경계 검 루틴(Boundary 

Check Routine)”의 추가와 한계(Perimeter) 도달 

시 Fail Over 기능이 필요하다. ActiveX의 경우 

Buffer Overflow, 로컬 자원 근, 업데이트 조작

의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경계 검 루틴”을 비

롯하여 보안에 취약한 메서드(Method) 사용 자제

와 무결성 검 등이 용되어야 한다. 

4.2 안티 디버깅 루틴 추가

역공학 기법(Reverse Engineering)[9]을 차단하

기 해서는 “Packing 사용”, “코드의 암호화”, “실

시간 디버깅 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4.3 사용자 PC에 주요 데이터 캐싱 지

사용자의 요 정보(비 번호, 계좌번호)가 노출

됨에 있어 서버의 Response 데이터에 하여 Html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지는 것이 근본 인 

문제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TDC (To-

tal Data Cube) 방식을 이용한 보안 책을 엘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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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키보드 보안 솔루션의 요소 별 

보안 책

이시스템(주) 업체에서 제시하 다[5].

TDC 보안 솔루션은 Html로 클라이언트에 캐싱

되는 민감한 정보에 하여 서버 단에서 제공하는 

TDC(Total Data Cube)에 의해 데이터 장소에 

장되고, 서버 단에서 송되는 민감한 정보는 클

라이언트에 장하지 않고 데이터 장소에서 직

으로 가져다 으로써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게 

되는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6) TDC를 활용한 클라이언트 데이터 숨김

4.4 키보드 보안 솔루션

키보드 보안 솔루션을 해킹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 기법은 고난 의 역공학 기법이 

사용된다. 아래의 보안 책은 인터넷 뱅킹 시스

템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로 자리 잡

고 있는 키보드 보안 솔루션의 동작 방식에 따른 

각 단계별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그림 7)에서 보안

책  Application Leve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킹 

방법은 Kernel Level에서 사용하는 해킹 기법에 

비하여 쉽고 간단하다. 키보드 보안 솔루션들은 

좀 더 강화된 구  방식인 드라이버 보안 모듈 강

화를 한 실시간 드라이버 기능 검, 이  핸들 

구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Application Level에서의 

기능 검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

여 이에 한 무력화가 가능한 상태이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각종 보안 솔루션이 도입되어 있

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황과 뱅킹 서비스의 

컴포 트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을 서

버와 클라이언트로 구분하여 공격 수 별로 분석

하고 이에 한 보안 책을 제시하 다. 이는 체

계 으로 인터넷 뱅킹의 기술  취약 을 세분화

하고 흐름화하여 분석하 다는 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 지만 인터넷 뱅킹 

취약  분석 아키텍처에 인터넷 뱅킹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들을 담기는 역부족이다. 본 연

구 자료가 이와 유사한 서비스 흐름을 갖고 있는 

웹 서비스의 보안 취약 을 도출하고 근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한 보다 심도 있

는 인터넷 뱅킹 취약  분석을 해서는 운 체제

의 커  수 (Level)까지 확장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안 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는 아직까지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융권 사이트들

에 한 공식 인 검을 수행해본 결과 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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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 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보다 안정화된 뱅킹 서비스를 해서는 다음과 같

은 과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안 솔루션의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의 뱅킹 시스템은 키보드 보안 솔루션, PC 

보안 솔루션, Web Session Security 보안 솔루션

이 제각기 따로 동작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은 앞의 개요 부분에서도 언 을 하

지만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보안 솔루션의 기능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

다.  융권에서 각 보안 솔루션들에 한 단일

화 움직임이 보이지만 단일화 함에 있어서도 각각

의 보안 기능들을 신 하게 고려하여 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안 솔루션 용 시 보안 솔루션의 기능

인 측면과 더불어 뱅킹 엔진과 연동상의 보안 

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인터넷 해킹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

고 각각의 기능 인 측면을 테스트하 을 때 각 

기능은 훌륭하 다. 하지만 무력화 발생 가능성에 

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뱅킹 엔진과 

보안 솔루션간의 연동상의 보안 정성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기능 인 부분에만 치  되

어 있는 것이 실이다. 향후 보안 솔루션의 도입 

시 이에 한 정성 평가 로세스를 통하여 보

다 강화된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OTP(One-Time Password) 방식의 필수 

향을 고려해야 한다. 

각 은행권에서 OTP 방식을 이미 도입하 고 

사용 에 있다. 하지만 문제 은 비용 부분과 기

존에 이미 Safe Card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들이 부분이므로 이에 한 강제 용이 어려운 

것이 실이다. 향후 OTP 방식으로의 필수 향

을 고려하여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한

층 강화된 서비스 운 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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