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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사용자의 비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보안카

드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사이트를 검증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보안카드를 새롭게 디

자인하여 공정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보안카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한 기존의 OTP를 통한 보안 인증에서는 방어할 수 없었던 중간자 공격을 사용자의 거래 내역에 따른 보안카드 값 생

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보안카드와 스마트폰을 통한 새로운 

사이트 인증 기법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피싱, 파밍 사이트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자 공격에 대한 대처방안

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method to verify the financial site and prevent sensitive information disclosure with 
financial security card and smart phone. This method allows homepage access when user accesses to the valid site with 
right security card and smart phone. Furthermore, traditional OTP method cannot be secure against to Man in the 
middle attack, but out method presents the countermeasure of this. User can readily recognize the phishing and 
pharming sites and even avoid Man in the middle attack by maliciou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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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프

라인 서비스의 문제점인 접근성과 가용성을 동시에 해

결하는 솔루션이다. 서비스의 편리함으로 인해 2014년 

3월말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록 고객 수는 9,775만 명으

로 전분기말대비 2.4% 증가하였다[1].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 수(4,034만 명)는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여 서

비스개시(2009년 12월)이후 최초로 4천만 명을 돌파했

다. 2014년 1/4분기 중 인터넷 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

(일평균 기준)은 6,369만 건, 36조 1,394억 원으로 전 분

기 대비 각각 14.7, 3.9 % 증가했다. 스마트폰 뱅킹의 경

우 이용건수 및 금액은 2,737만 건, 1조 6,27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4.5, 6.7 % 증가했다. 하지만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확대는 금융사기에 대한 위험에 보다 쉽

게 노출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 “치안 전망 2014”에 따르면 2013년 1
월에서 10월까지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등 금융 보

안사기는 연간 3만 1천건, 메모리 해킹은 2013년 6월부

터 10월까지 42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킹 피해액은 

23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사용자

들의 안전한 온라인 금융서비스는 선택적 요건이 아닌 

필수적인 요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공

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 가상키보드 등

이 있다. 이러한 보안 솔루션의 안전성은 수학적 불가

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암호에 대한 

전통적인 기법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다. 공격자들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보를 순순히 제시하도록 하는 사회 공학적 기

법을 통해 확보한 계좌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통해 보다 

쉽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3]. 특히 최근에 발생

하는 피싱, 파밍은 사용자의 실수를 통해 비밀정보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피싱 및 파밍 사이

트를 통해 사용자의 보안카드 정보를 알아내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보안카드의 배치 및 인쇄 값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사이트의 상이점을 알아채도록 도와주는 방

법이 제시되었다[4]. 하지만 해당 기법은 사용자에게 적

극적인 피드백을 주기 보다는 사용자가 상이점을 통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

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공격자가 사

이트와 사용자 중간에 위치하며 거래를 조작하는 중간

자 공격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문제

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카드의 기존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피싱과 

파밍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해

당 기법은 기존의 OTP 기술에서는 방어하기 힘들었던 

MITM에 대해서도 방어가 가능하다[5]. 마지막으로 보

안카드의 정렬을 불규칙하게 변경한 새로운 레이아웃 

디자인을 통해 실수로 발생하는 정보입력을 방지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는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시하

는 보안카드의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해당 

기법에 대한 평가를 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문을 

마무리 한다.

Ⅱ. 관련 연구

2.1. 보안카드를 통한 금융 보안

보안카드는 온라인상에서 고객들의 재산 보호 및 투

자거래 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다수의 난

수와 기타 일련번호 등이 적혀있는 일종의 난수표로서 

사용자에게 각 금융사당 1매씩 발급된다. 주로 공인인

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때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금융 거래 시 사용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금융사 홈

페이지에 접속한 후 금융서비스 요청 시 보안 카드의 

난수를 요구받은 대로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공인

인증서와 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보안카드와 동일한 숫자들을 저장하

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가 맞는

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6,7].

2.2. 신종 금융사기: 피싱, 파밍 

금융감독원의 2011년 9월 ~ 2013년 12월까지 주요 

금융 사기 경로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60.6%를 

차지하고 피싱, 파밍이 39.4%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
근 피싱, 파밍 방식의 신, 변종 수법이 증가함으로 2013
년도 통계 자료만 본다면 과반수 이상이 피싱, 파밍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싱(Phishing) 이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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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문
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기망 

및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

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악의적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피싱사이

트 주소를 전송하고, 피싱사이트 주소임을 인지하지 못

한 사용자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고 자신의 비밀

정보를 입력하게 됨으로써 공격이 성공하게 된다.
파밍(Pharming) 이란 피싱(Phishing)과 조작(Farming)

의 합성어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정상 사이트로 접속하더라도 가짜 은행사이

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후 금전적

인 피해를 입히는 수법을 말한다.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사용자에게 전송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를 자신의 컴퓨

터 혹은 스마트폰에 깔게 됨으로써 적합한 사이트의 주

소가 변경되어 악의적 사이트에 접속되게 된다. 사용자

는 의심 없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격이 성공

하게 된다.
  

2.3. 신종 금융사기: 중간자 공격

중간자 공격이란 피싱 공격을 응용한 것으로 공격자

는 피해자를 가짜 웹 사이트로 유인하여 정보를 입력하

도록 하고, 공격자는 실제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

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금융

거래를 진행하는 수법이다.  MITM 방법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공격자가 실제 웹사이트에서 수신인 정보만 자

신의 정보로 변경하고, OTP나 2채널 인증을 위한 인증

코드는 가짜 웹사이트로부터 실시간에 가까운 시간으

로 중계 받으므로 사용자를 속이는 동시에 탈취와 악용

을 할 수 있다[8]. 뿐만 아니라 기존 피싱 또는 파밍 수

법에서 보안카드 전체 입력 요구가 많았다면, MITM 기
법에서는 피해자가 정상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생각

하고, 보안카드를 정상적으로 두 개만 입력하여도 공격

자의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피해자가 해킹사실을 인지

하기 어렵다. 

2.4. 기존 금융사기 방어 기법

최근 발표된 금융보안 공모전 수상작들은 신 금융사

기 기법에 대한 방어 기법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2, 2013년도에 제안된 금융사기 방지 기법

들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2.5. 다중채널 기반의 안전한 금융거래 입력방식

PC 혹은 스마트폰만을 이용한 거래는 공격자에게 단

말기가 해킹당한 경우 사용자가 단말기에 입력하는 정

보는 공격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러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 채널을 이용하

여 입력과 출력을 분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

여 입력방식의 안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

되었다[9]. PC에서 대응되는 스마트폰의 키보드 값을 

랜덤하게 생성하여 해당 값을 전송하도록 하며 이는 공

격자가 키보드의 배치를 알 수 없게 하는 특징을 가진

다. 하지만 해당 기법은 입력에만 국한된 기법으로써 

MITM을 통해 중간자 공격이 수행되게 될 경우 거짓된 

세션을 공격자의 의도에 의해 처리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난수의 값이 전송되더라도 특정 난수가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비밀번호의 패턴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Ⅲ. 제안하는 기법

3.1. 싱글채널

싱글채널을 통한 거래 사이트 인증 기법은 휴대폰 혹

은 컴퓨터 하나만을 이용한 인증기법이다. 이는 기존의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금융거래 사이트에 접근하게 될 

시에 사이트에서 접속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

용자에 특화된 인증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인증화면이 자신의 조건과 만족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가 피싱/파밍 사이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채널을 이용한 인증기법은 공격자가 하나의 채

널을 점령하게 될 경우 인증화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사용자의 비밀정보를 빼내어 갈 수 있는 문제

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멀티채널을 통한 인증

기법이 요구되어 진다.

3.2. 멀티채널

멀티채널을 통한 인증기법의 경우 하나의 채널이 점

령당하는 경우에도 남아 있는 채널이 안전한 경우 공격

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멀티채널

을 통한 사이트 인증 프로토콜에서 사용자는 금융서비

스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에 접

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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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신이 가진 스마트폰을 열어 인증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홈페이지에 암호화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사이트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인지 메시지를 복

호화하여 포함된 서명값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인

증화면을 생성할 때 필요한 시드 정보를 암호화하여 스

마트폰에 전송하게 된다. 
해당 시드정보는 사용자의 보안카드로 인증이 가능

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해당 정보를 통해 인증 화면

을 휴대폰에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악의적인 어플리케

이션은 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드를 통해 인증화면을 구성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사이트에 접근한 컴퓨터가 

점령된 경우에는 휴대폰에서의 적합한 인증 화면 시드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적합한 시드정보를 사이

트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적합한 인증 화면을 

휴대폰에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

폰이 점령된 경우에는 사이트에 인증 요청을 적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상세 수행순서는 알고리

즘 2에 명시되어 있다.

3.3. 중간자 공격에 안전한 보안카드/스마트폰 기반 인증 

기법 

중간자 공격은 기존의 공격과는 달리 공격자가 사용

자가 신뢰하는 사이트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때 중간에서 해당 세션을 가로

채어 자신이 원하는 요청으로 바꾸어 공격하는 기법이

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 멀티채널 간의 연결이 서로 되

지 않는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온라인 거래를 

수행할 사이트에 접근하여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방금 전 사이트에 입

력한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은행, 계좌, 금액)를 입력하

도록 한다. 해당 입력정보는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을 

수행할 때 생성되는 화면의 구성에 대한 시드값으로써 

휴대폰에 내장된 카운터, 타임스탬프와 같은 비밀정보

와 함께 OTP 생성에 사용되게 된다. 여기서 내장된 카

운터와 타임스탬프는 상호간에 연결이 없는 경우에도 

사이트와 초기에 공유된 값으로써 상호간에 동일한 값

을 가지게 된다. 만약 휴대폰이 해킹되어 사용자의 거

래와 다른 거래에 대한 보안카드 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에도 정당한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보안카드 값과 상이

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이트가 해킹된 

경우에도 휴대폰 상에서의 보안카드 생성 규칙에는 영

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기존의 MITM 공격에 따른 보안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알고리즘 3
에 명시되어 있다.

3.4. 피싱/파밍 사이트 인증을 위한 보안카드 디자인

본 장에서는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을 위해 새롭게 디

자인한 보안카드를 제시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기

존의 보안카드는 상, 하단 그리고 좌우편에 어느 정도

의 여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

용되지 않는 여백부분을 피드백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

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피싱 

혹은 파밍 사이트를 구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 기존 보안카드의 여유공간

Fig. 1 Traditional Security Card with Margin

<그림 2>에서와 같이 새롭게 제작된 보안카드는 상

하의 홈을 만들어 스마트폰의 화면과 겹쳐서 홈 사이로 

나타나는 정보를 확인하여 적합한 값이 도출되는지 검

증하게 된다. 해당 기법은 스마트폰의 스크린과 겹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므로 현재의 스마트폰이 보안카

드보다 커야지 해당 기법이 적용가능하다. <그림 3>에

서와 같이 현재 판매되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은 보안카

드보다 훨씬 큰 스크린을 제공하며 이는 제안 기법이 

큰 어려움 없이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스크린 크기를 가지는 갤럭시 S3 제품의 

경우에도 보안카드에 비해 큰 화면을 제공한다. 따라서 

보안카드를 휴대폰에 겹쳐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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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작된 새로운 보안카드 디자인

Fig. 2 New Security Card Design

그림 3. 보안카드의 크기와 휴대폰의 크기 비교

Fig. 3 Comparison of Size of Security Card and Smart- 
phone

그림 4. 제안하는 보안카드 인증 화면 구성

Fig. 4 Authentication Screen of Proposed Security Card 

<그림 4>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인증화면의 

구성이 설명되어 있다. 해당 화면은 총 5가지의 영역으

로 구분된다. 먼저 1, 2는 사칙연산의 두 개의 입력 인자

를 의미하며 3번은 사칙연산 그리고 4번은 계산 결과값

을 나타낸다. 5번에는 3번 연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

였다. 예를 들어 카드를 대었을 때 보이는 공간의 숫자

가 1, 4, 1, 5인 경우 1+4=5로써 결과값이 맞음을 의미

한다. 계산 결과를 간단하게 하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

해 모든 결과값은 모듈러 10을 한 일의 자리 수만을 4번 

결과 칸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림 5>는 초기화면을 나타내며 해당 화면에서는 

아무런 문자가 표기되지 않는다. 이제 버튼을 눌러 인

증숫자와 인증연산을 차례대로 생성해보도록 한다. 인
증 숫자를 누르게 되면 위에 위치하는 칸에 난수 값들

이 일제히 채워지게 된다. 인증숫자가 채워진 화면은 

<그림 6>와 같다. 

그림 5. 보안카드 인증 화면 초기 상태

Fig. 5 Initialization Status of Security Card 

그림 6. 보안카드 인증 검증 숫자 생성

Fig. 6 Generation of Authenti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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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안카드 인증 검증 연산 및 결과 생성

Fig. 7 Generation of Authentication Arithmetic and Results

가장 아래의 인증연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 7>
과 같이 사칙연산과 최종 결과값이 아래 줄에 표기되게 

된다. 해당 화면이 표기되면 새롭게 디자인된 보안카드

를 휴대폰의 스크린에 올려서 생성된 인증 화면이 적합

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구현된 보

안카드 앱과 보안카드 실물 디자인을 통해 피싱 혹은 

파밍 사이트를 구분하는 기법을 시연하고자 한다. <그

림 8>에서는 보안카드와 스마트폰이 나타나 있다. 실험

에 사용된 휴대폰은 G Pro 휴대폰으로써 넓은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이 넓은 스크린을 제공함으로 본 기법

을 문제없이 구현할 수 있다. 현재 프로세스는 <그림 

13>의 인증화면 요청이 끝난 후 사이트로부터 시드값

을 획득한 이후 스마트폰에서 인증화면을 출력하는 프

로세스를 나타낸다. 

   

그림 8. 보안카드 인증 초기 상태

Fig. 8 Initialization of Security Card

그림 9. 보안카드 인증 숫자 생성

Fig. 9 Generation of Authentication Number

그림 10. 보안카드 인증 연산 생성

Fig. 10 Generation of Authentication Arithmetic

<그림 10>에서는 인증 버튼을 누르게 될 때 인증 숫

자 쌍들이 표기되는 화면을 나타난다. 해당 인증 숫자 

쌍들은 구현에 따라 매우 긴 쌍으로 표기를 하여 사용

자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

현이 가능하다. <그림 11>에서는 생성된 인증 화면에 

보안카드를 매칭하여 올바른 결과값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먼저 상단의 숫자가 4, 4이고 아래 

숫자가 1, 8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홈은 첫 번째 

인자이고 두 번째 홈은 두 번째 인자이다. 그리고 세 번

째 홈은 인증 연산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홈은 결과

값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식을 세워보면 

4+4=8 이 되므로 결과값이 맞게 되어 해당 사이트는 적

합한 사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결과값이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듈러 10 연산을 통해 첫 번째 

자리의 수만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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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안카드 인증 수행

Fig. 11 Authentication of Security Card

숫자를 이용한 방식은 사용자에게 계산을 요구함으

로써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2>와 같

이 색상만을 이용하는 인증기법을 동일한 보안카드 인

증 기법에 적용가능하다. 해당 기법은 빈칸에 나타나는 

색상이 모두 동일하면 인증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홈페이지와 디바이스를 이용한 멀티채널 

인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현재 빈칸에 보이

게 될 색상을 표기해 주고 사용자는 휴대폰을 열어서 

그 색상만으로 마스킹되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사이트를 인증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는 보안카드를 통해 마스킹 기법을 시

도한 경우의 결과화면을 나타낸다. 실험에서와 같이 사

용자는 자신의 보안카드로 해당 색상을 확인하는 방식

을 통해 올바른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그림

에서는 모두 녹색을 표기함으로써 사이트가 인증이 됨

을 확인할 수 있다. MITM에 강인한 기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멀티채널을 사용하되 사이트와 휴대폰간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방식을 취해야 중간자 공격

에 안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간자 공격은 사이트와 

휴대폰 간의 정보가 교환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2. 색상을 통한 인증화면 구성

Fig. 12 Authentication Screen with Color 

그림 13. 실제 테스트한 색상 인증 화면

Fig. 13 Authentication Test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래에 필요한 핵심정보의 부

분을 휴대폰에 입력하여 사이트와 사전에 공유된 비밀 

정보를 조합하여 생성된 보안카드 번호값을 생성함으

로써 중간자 공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사용

자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은행과 계좌번호 

그리고 송금금액을 스마트 폰에 입력하게 되면 스마트 

폰에서는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사이트와 공유하는 타

임스탬프, 카운터 값을 이용하여 보안카드 인증 화면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생성되는 임의의 값은 보안카드

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값이다.

Ⅳ. 평  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에 대한 보안성과 효율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4.1. 보안성

새로운 보안 카드 기법 적용 시 기존의 피싱과 파밍 

그리고 MITM 공격에 대한 방어 가능성과 기존의 실수

입력 방지 보안 카드와의 보안성에 대해 확인해 본다. 
제안된 기법은 피싱/파밍을 위한 인증을 위해 인증 페

이지를 보안카드로 확인해 보는 방식을 통해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숫자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

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0~9으로 총 10개이

며 이는 0.1의 확률로 올바른 값을 공격자가 임의로 맞

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의 확률은 공격 성공

률이 매우 높지만 해당 인증과정을 여러 차례 사용자가 

수행하게 될 경우 확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공격자에 의해 인증화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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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 값을 멀티채널을 이용하

여 규칙을 변경하면 화면 노출로 인한 보안 취약성을 

방어 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이전에는 사칙

연산을 수행했다면 보안성이 강화된 버전에서는 모든 

홈에 있는 값을 더해서 나오는 값을 사이트에서 출력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화면만을 통해서는 

보안카드의 공백에 위치한 곳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결과 값을 마스킹하여 올바른 

결과 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결과 값이 2인 경우 마스킹 값을 적용하여 곱하

기 8이 늘 수행되도록 하여 결과가 6이 도출되도록 하

는 것이다. 해당 마스킹 값은 주기적으로 바뀌도록 하

여 화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공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색상의 경우에는 총 4개의 홈이 있

고 총 경우(색상)의 수가 n일 경우 모든 색상이 같을 확

률은 약 (1/n)^4 가 되게 된다. 색상보안카드의 경우에

도 화면 노출의 위험성을 <그림 15>와 같이 사이트에 

특정 색상 정보를 표기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여기

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색상의 수를 나타내어 실제로 보

안카드를 통한 마스킹 시에 휴대폰에 나타나는 값을 확

인하는 방식으로 화면의 노출로 인한 보안 취약성을 방

어할 수 있다. 

그림 14. 페이지 노출에 강인한 보안카드 화면 설계 ver. 1 
Fig. 14 Design of Security Card Screen against Page 
Disclosure ver. 1

그림 15. 페이지 노출에 강인한 보안카드 화면 설계 ver. 2
Fig. 15 Design of Security Card Screen against Page 
Disclosure ver. 2

MIMT를 방어하기 위한 보안카드 기법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두 개의 디바이스를 점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격자가 의도한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두 개의 디바이

스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지 않아 중간자가 거래에 개

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든 거래는 사용자가 직접 거

래의 중요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보안카드 

입력화면이 도출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안

카드의 인덱스 또한 보안카드의 홈을 통해서만 확인 가

능하므로 공격자는 입력되는 보안카드의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4.2. 효율성

새로운 보안카드를 이용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위

해서는 실용적인 사용 용이성 또한 같이 살펴보아야 한

다. 본 장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적용 시 기존에 없던 

사이트 인증 절차를 중간에 포함함으로써 사용자의 시

간적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면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해

당 서비스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피싱/파밍 사이트를 구

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MITM 방어 기법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시간이 소모

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방어하지 못했던 

MITM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약간

의 시간적 손해보다 보안 안정성에 따른 이득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피싱, 파밍 그리고 MITM과 같은 최

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기법들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보안 카드 인증 

메커니즘을 설계 및 구현해 보았다. 해당 기법은 지금

까지 제시된 기법들과는 달리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피

싱, 파밍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제시

되는 기술로는 방어가 어려운 MITM을 효과적으로 방

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해당 기법은 

현 금융 시스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구조를 

가지며 쉽게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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