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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  개인 PC를 통해 정보 시스템에 근하기 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해야한다. 이때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 기술에는 ID/PW 기반 인증기술, OTP(One-Time- 

Password), 인증서, 보안카드, 지문인식 등 다양하다. 그 에서 ID/PW 기반 인증기술은 사용자에게 익숙

하지만 무작  입공격, 키로깅, 사 공격 등의 패스워드 공격에 취약하며 이러한 공격에 응하기 해 

사용자는 복잡한 패스워드 조합 규정에 따라 주기 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ID/PW 기반 인증 기술보다 보안성을 높이면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USIM 정보를 이용

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 중심어 :∣식별 및 인증∣스마트 디바이스∣USIM∣인증시스템∣
Abstract

In order to approach information system through smart device and pc, user has to authenticate 

him or herself via user authentication. At that time when user tries reaching the system, 

well-used user authentication technologies are ID/PW base, OTP, certificate, security card, 

fingerprint, etc. The ID/PWbased method is familiar to users, however, it is vulnerable to brute 

force cracking, keylogging, dictionary attack. so as to protect these attacks, user has to change 

the passwords periodically as per password combination instruction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user authentication system using smartphone’s 

USIM without using password while enhancing security than existing ID / PW based 

authent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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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부분의 사용자들이 자상거래  웹 메일, 

주식거래를 해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

기를 사용한다. 이때 부분의 사용자들은 ID/PW, 

OTP[1],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

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기술 에서 

ID/PW기반의 사용자 인증기술은 재까지도 많은 웹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패킷 

도청으로 인한 스니핑 공격을 통해 ID  PW의 탈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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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사용자 정보가 장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직  공격하거나, 사회 공학 공격을 통한 ID  PW 탈

취 공격 그리고 사 공격, 무작  입 공격 등의 패스

워드 공격에 쉽게 유출된다. 이러한 공격에 응하기 

해 사용자에게 문자/숫자/특수문자 등 3가지 조합

규칙으로 최소 8자리 이상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며 주

기 으로 패스워드 변경 등을 요구 하고 있다.

본 논문은 ID/PW 방식의 패스워드 노출 그리고 까다

로운 패스워드 설정의 번거로움의 문제 을 보완한 사

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Ⅱ. 관련연구

2.1 사용자 인증기술

사용자 인증은 정보시스템에 근하는 사용자가 정

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차로, 사용자만 알고 있거

나 해당 사용자만 소유하고 있는 것 등을 활용한다. 이

러한 인증기술은 지식기반, 소유기반, 생체기반, 행 기

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지식기반 인증기술은 

ID/PW, PIN번호 등의 사용자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

하는 사용자 인증 기술이다. 소유기반 인증기술은 보안

카드처럼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체(장비)를 이용하

는 기술로, 지식기반의 인증기술보다 보안강도가 높지

만 보안카드를 제작  배포를 한 비용이 발생한다. 

생체기반의 사용자 인증기술은 지문, 홍채, 정맥 등의 

사용자의 고유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로, 생체인식 

리더기  로세서, 장장치 등 높은 구축비용이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행 기반의 사용자인증 기술은 사

용자의 서명, 행동, 음성 등 사용자 행동방식을 통해 사

용자 인증이루어지는 기술로, 사용자의 행동방식이 정

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고가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다른 인증기술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최신 인증기술로는 FIDO(Fast IDentity Online)를 

로 들 수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 ID/PW기반의 인증 

기술 신 지문, 홍채, 안면인식[3]과 같은 생체인식 기

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 하면서 편리하도록 인증과정

을 진행하는 기술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FIDO 기술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4].   

2.2 USIM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하 

‘USIM’)은 가입자의 ID 정보 등의 모듈이 탑재된 IC 칩

으로 일반 으로 이동통신 기기와 스마트 카드에서 

융거래 목 으로 사용자 인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3]. 

USIM에는 사용자의 고유번호와 고정된 번호인 

ICCID(SIM 카드 외부에 기록된 89로 시작되는 19자리 

숫자)와 가입자 회선마다 달라지는 IMSI(45)으로 시작

하는 15자리 숫자)가 있고, 사용자는 이동통신기기에 

USIM만 꽂아 사용할 수 있다[5][6]. 그리고 단말기에 

장착된 USIM카드는 C1번부터 C8번까지의 으로 

단말기와 통신을 하게 되며,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에서 단말기의 재 상태  정보를 요청하면 입출력 

단자인 C7번 을 통해서 통신하게 된다.

2.3 USIM ID기반 어플리케이션 인증

USIM ID 기반 어 리 이션 인증 방식은 기존의 

S/N인증 기법의 온라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단

과 공격자의 침입으로 인해 어 리 이션의 인증번

호가 노출되거나 어 리 이션이 인증번호를 장한 

채로 불법 복제가 되어 배포가 될 수 있는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제안되었다. 하지만 USIM ID가 노출이 되

기 쉽고 최  인증번호 발 하여 서버에 송하기 에 

암호화 과정이 없어 송  공격자의 간자 공격에 

의해 다른 ID가 들어오면 정상 인 인증을 할 수 없게 

된다[10].

Ⅲ. 제안 방안

최근에도 가장 리 사용되는 ID/PW 기반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다양한 해킹공격에 응하기 해 복잡

한 패스워드 조합규칙에 따라 생성된 사용하도록 강제

하고, 주기 으로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한다[9]. 제안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USIM 정보를 활용하여 패스워드

를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주기 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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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즉, 스마트폰의 USIM카드의 정보를 이용

하여 생성된 인증정보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체하

고, 인증정보를 매 세션마다 갱신하도록 설계  구

하 다. 제안된 방안을 통해 기존의 패스워드 해킹 공

격에 응이 가능하다.

3.1 제안 시스템 구성

제안 시스템의 [그림 1]과 같이 웹 어 리 이션, 안

드로이드 어 리 이션, 웹 서버로 구성된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도

클라이언트 측면의 웹 어 리 이션은 사용자 PC의 

웹 라우 를 통해 사용자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 상태 정보를 읽

을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해두면 USIM 정보를 단말기

로부터 읽어와 사용자 인증정보 생성, 인증, 인증정보 

재구성 작업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악의 인 목 을 

갖고 유심정보를 수집하면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복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구  스토어  애 의 아이

폰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 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

리고 서버 측면의 웹 서버는 웹 어 리 이션과 안 한 

보안 통신을 통해 사용자가 소유한 스마트 기기에 인증 

요청  요청에 따른 DBMS와 연동기능을 제공한다. 

DBMS에는 사용자 등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정보  

인증정보가 장된다.

3.2 제안 시스템 설계

제안 시스템은 인증정보 생성모듈, 사용자 인증모듈, 

인증정보 재구성 모듈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부호 의미

ID_Un 사용자의 Un의 고유 식별자

Email_Un 사용자의 Un의 E-Mail

En(m) n이란 키로 m을 대칭 암호화

Dn(m) n이란 키로 m을 대칭 복호화

(a+b+c+…) a, b, c 항목으로 구성된 레코드

Un(a+b+c+…)
사용자 Un의 레코드에서 사용자 ID, Email을 

제외한 항목들

N1 … Nn 난수

TimeStamp 현재시간

Usim S/N 사용자 단말기의 Usim 카드의시리얼 넘버

표 1. 표기법 

3.2.1 인증정보 생성

본 에서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사용자 등

록 시 수행되는 인증정보 생성 모듈의 세부 동작 차

를 설명한다. 세부동작 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증정보 생성 모듈

① 사용자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등록버튼을 

터치하여 사용자의 사용자 ID(ID_Un)과 E-Mail 

(Email_Un)을 입력한다.

②  PRNG를 통해 N1 첫 번째 난수(N1)를 생성하고, 

스마트폰의 USIM 정보(USIM S/N)를 읽어온다.

③ ②에서 생성된 정보를 조합하여 세션키 암호화키

(es_key)를 생성한다.

④ PRNG를 통해 암호용 세션키(s_key)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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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션키 암호화키(es_key)를 사용하여 ④에서 생성

된 암호용 세션키(s_key)를 암호화(Ees_key(s_key))

한다.

⑥ ①~⑤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정

보(ID_Un + Email_Un + Usim S/N + TimeStamp 

+ N2)를 생성한다. 이때 TimeSatamp는 세션 등록

시간, N2 는 PRNG로 생성한 난수로 재연공격을 

방어하기 한 비표로 사용한다.

⑦ ⑥에서 생성된 코드   ID_Un, Email_Un를 제

외한 Un(Usim S/N + TimeStamp + N2)를 암호화 

한다.

⑧ ⑦에서 암호화한 정보와 ID_Un, Email_Un을 데

이터베이스 서버에 장한다.

⑨ 스마트폰에 사용자 ID  E-Mail을 포함하여, ②

에서 생성한 난수(N1)와 ⑤에서 생성한 암호화된 

세션키와 ⑦에서 암호화한 인증정보를 장한다. 

3.2.2 사용자 인증

본 에서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사용자 인

증 과정을 서술한다. 세부동작 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인증 모듈

① 스마트폰에서 USIM 정보를 추출한다.

② 스마트폰에 장된 N1 값을 불러온다.

③ Usim S/N과 N1 을 일방향 해시하여 세션키 암호

화키(es_key)를 복구한다.

④ 스마트폰 내부 장소로 부터 불러온 암호화된 세

션키(Ees_key(s_key))와 ③에서 복구한 세션키 

암호화키(es_key)를  복호화하여 세션키(s_key)

를 구한다.

   s_key = Des_key(Ees_key(s_key))

⑤ 스마트폰 내부 장소로부터 불러온 암호화된 인

증정보를 ④에서 복호화된 세션키(s_key)를 사용

하여 평문의 사용자 인증정보를 복호화 한다.

   Un(Usim S/N + TimeStamp + N2) = 

Ds_key(Es_key(Un(Usim S/N + TimeStamp + 

N2)))

⑥ DB에서 사용자에 한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송

받는다. 

⑦ DB에서 송받은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④과정에

서 복호화된 세션키(s_key)를 사용하여 복호화 한다.

   Un(Usim S/N + TimeStamp + N2) =  

Ds_key(Es_key(Un(Usim S/N + TimeStamp + 

N2)))

⑧ ⑤와 ⑦에서 복호화된 사용자 인증정보를 비교 확

인한다.

3.2.3 인증정보 재구성

본 에서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의 사용자 인

증정보 재구성 과정을 서술한다. 세부동작 차는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인증정보 재구성 모듈

① PRNG를 통해 새로운 난수(new N1)을 생성하고 

스마트폰의 USIM 정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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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에서 생성한 난수와  USIM 정보를 조합하여 일

방향 해시 후 새로운 세션키(s_key)를 새로운 세

션키 암호화키(es_key)를 생성한다.

③ PRNG를 통해 새로운 암호용 세션키(s_key)를 생

성한다.

④ 새로운 세션키 암호화키(es_key)로 ③에서 생성한 

새로운 세션키(s_key)로 암호화(Ees_key(s_key))한다.

⑤ ①~④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정

보 (Usim S/N + TimeStamp + new N2)를 생성한

다. 이때, TimeSatamp는 세션 등록시간, new N2 

는 PRNG로 생성한 난수이다.

⑥ ⑤에서 생성한 코드  ID_Un, Email_Un를 제

외한 정보를 암호화(Ees_key(Un(Usim S/N + 

TimeStamp + new N2)))한다.

⑦ ⑥에서 암호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한다.

⑧ 스마트폰에 사용자 ID  E-Mail을 포함하여, ①

에서 생성한 난수(N1)와 ④에서 생성한 암호화된 

세션키와 ⑥에서 암호화한 인증정보를 갱신한다. 

Ⅳ. 구현 및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 라우

를 통해 정보시스템에 근하여 사용자 인증요청 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아 정보 

시스템에 근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구분 시스템 사양
OS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CPU Intel(R) Xeon(R) CPU E5-2609 v2

RAM / HDD 24GB  / SATA 550GB

Database Maria DB 10.1

WEB/WAS IIS 7.5 / TOMCAT 7.0

Android Android 5.0 Lollipop

표 2. 시스템 개발 환경

4.1 사용자 등록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근하기 해서는 스마트폰에

서 사용자 등록 과정을 사 에 완료해야 한다.

그림 5. 메인/등록 화면

스마트폰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사용자 ID와 

Email을 입력 후 ‘등록’하면, 사용자 등록 과정이 완료

되며 DBMS와 스마트폰에 사용자 인증정보를 장한다.

4.2 사용자 인증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근하기 해 인터넷 라

우 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요청해야 한다. 사용자가 

인터넷 라우 를 통하여 [그림 6]과 같이 사용자 ID

를 입력 후 ‘Login’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6. 로그인 화면 

사용자가 등록 시 사용한 스마트폰에 표시된 화면에

서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7]과 같이 인증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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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증 진행 화면

모든 인증과정이 정상 으로 수행되면 사용자 인증 

성공 메시지와 함께 웹 페이지의 사용자 인증 성공 페

이지로 환된다.

4.3 사용자 정보 재구성 

사용자 인증정보 재구성은 사용자 인증 과정을 완료

됨과 동시에 실행된다. 재구성과정이 완료되면 로그인 

인증 완료 화면이 표시되고, DBMS에 장된 인증정보

가 재구성되어 변경된다.

그림 8. (최초)DBMS에 저장된 인증정보

그림 9. (인증)DBMS의 재구성된 인증정보

4.4 검증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USIM 정보를 이용한 사

용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인증 기능을 구 한 

다양한 시스템에 비용으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용자 인증 기술과 제

안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안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4.1 기밀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정보는  

USIM 정보와 TimeStamp 그리고 공격자가 유추할 수 

없는 랜덤 한 숫자 값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정보

(Un(Usim S/N + TimeStamp + N2))를 암호화하기 때

문에 사용자가 스마트폰 혹은 USIM 카드를 분실 는 

탈취를 당하여도 세션 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호화

에 실패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근 가능하다.

4.4.2 무결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시스템 해쉬 알고리즘을 

통해 세션키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USIM의 정보 는 난수가 변조 될시 해시 

값 비교를 통해 무결성을 별한다.

4.4.3 가용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 라우

를 통해 근 요청을 하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휴 가 편

리한 스마트 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원할 

때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 시스템에 근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4.4.4 기존 인증방법과 제안 시스템 비교

본 장에서는 ID/PW 방식, 인증서 방식, USIM ID 기

반 방식 등과 비교하 다[7]. 기존 인증방법과 제안 시

스템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와 같다.

ID/PW 인증서
USIM 

ID기반[7]
제안
방안

특성 정적 정적 정적 동적

PW변경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재사용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인증요소
사용자 
소유정보

사용자 
소유정보

사용자 
소유정보

+
사용자 
매체정보

사용자 
소유정보

+
사용자 
매체정보

휴대성 높음 보통 높음 높음

구축비용 저비용 고비용 저비용 저비용

위변조
가능성

높음 낮은 높음 낮음

보안강도 하 상 상 상

기밀성 X O X O

무결성 X O O O

가용성 O O O O

표 3. 기존 인증방법과 제안시스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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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와 같이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보면 매번 패

스워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한 세션마다 재구성

되는 인증정보를 통해 인증정보가 유출 되어도 재사용

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용되는 인증정보가 사용자 지

식기반정보와 스마트폰 USIM 정보를 이용한 2-factor 

인증으로 보안성이 더 높고, 본 시스템의 인증정보 암

호화 과정과 인증 과정에서 인증정보가 변조 되었는

지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별하기에 기존 기술에 비해 

기 성  무결성이 뛰어나며, 그리고 언제든지 스마트

폰을 통해 시스템에 근할 수 있어 가용성 한 높은 

편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ID/PW기반의 인증방식의 패스

워드 노출 험성과 불편한 패스워드 리문제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제안 시스템은 ID/PW 기반 인

증방식의 패스워드를 스마트폰의 USIM 정보를 활용하

여 매 세션마다 인증정보가 갱신되게 함으로써, 패스워

드 노출  복잡한 패스워드 리 등에 한 문제 을 

해결하 다. 한 인증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공

격자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한 USIM 정보를 알 수 

가 없으며, 만약 공격자가 USIM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

더라도 인증정보 구성 방식  난수 값을 알 수 없어서 

인증정보를 새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업무 시스템 

 학교 산 시스템, 개인 웹 사이트 등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시스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

으로 기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분실 시 장되어 

있는 인증정보의 폐기  복구 방안 그리고 제안한 방

법보다 더 안 하게 인증정보를 장 할 수 있는 방안 

해서 향후에 연구가 되어야 하며 한, 제안 시스템

의 성능에 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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