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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으

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인증방식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인증방식의 경우 보안취약점이나 편의성

이 부족한 인증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바이스에 어떤 사

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 등의 보안 위협을 해결하며 QR code를 활용하여 분실인지

가 빠른 인가된 장비를 이용한 다중요소 인증방식으로 매번 인증서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줄인 효율적

인 사용자 상호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컴퓨터 및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인

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휴대폰, PDA, 휴대

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으로 발전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자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인증방식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

양한 사용자 인증방식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자를 인증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

를 통해서라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

용자가 어떤 접근 경로를 통하더라도 상호인증이 가

능해야 한다. 인증 시스템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

한 요소는 보안성이며, 편의성 및 효율성이다. 인증

시스템의 불편함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스템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의성은 안전성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존의

사용자 인증기법을 사용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보안적

인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긴다. 즉, 패스워드 인증 방식이 가지고 있는 스니

핑, 위조와 같은 보안 취약점이라거나 OTP, 공인인

증서 등의 인증방식의 비용 부분이나 분실, 훼손 등

의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기종을 이용하

여 접근을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된 단말을 통해 QR

code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을 하는 방안으로,

인증강화를 위한 다중요소 인증방식으로 매번 인증

서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줄인 인증 기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QR

code와 기존의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제안하는 QR code를 활용한 사용자 상호

인증 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QR code
QR-Code는 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

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2차원 바코드이다. QR코드

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며 명칭은 덴소 웨이

브의 등록상표 Quick Response에서 유래하였다.

1994년에 덴소의 개발 부서(現, 덴소웨이브)가 개

발하였으며 1997년 10월 AIM International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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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1998년 3월 JEIDA규격 2000년 6월 ISO/IEC

18004 표준이 되었다. 현재 특허권을 가진 덴소웨이

브는 이 표준화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QR-Code는 종래에 많이 쓰이던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한 2차원의

바코드로 종횡의 정보를 가져서 숫자 외에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보통 디지털 카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들여 활용되고 있다.

∙ QR-Code의 특징

QR-Code는 [그림 2-1]과 같이 2차원 행렬의 구조

로 데이터를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빠른 디코딩 속도

- 대용량의 데이터 기록, 고밀도 기록

- 오류 정정 기능

- 구조 확장 용이

[그림 1] QR-Code

QR-Code는 QR(Quick Response)이라는 명칭과

같이 디코딩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바코드에 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밀도로 기록 할 수 있다. 기록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숫자의 경우 최대 7089

자,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 4296자, 이진 바이너리

2,953자, 한글이나 한자와 같은 문자의 경우 1817자

까지 기록이 가능하다.

또한 코드의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잘못 읽었을 경

우 오류 정정 기능을 통하여 오류 정정 레벨(L, M,

Q, H 4단계)에 따라 최대 30%까지 복원이 가능하

며, 기록할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구조의 확장이 용

이하다.

2.2 사용자 인증 기술
∙ 인증 요소에 따른 형태 분류

[표 1] 학회연혁
Classification Description Example

TypeⅠ Something you know Password, PIN

TypeⅡ Something you have Smart card, Token

TypeⅢ Something you are Iris, Fingerprint

TypeⅣ Something you do Voice, Signature

∙ 패스워드 방식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증 메커니즘으로 가장 저렴

하다. 하지만 추측하기 쉽고 인증 시스템의 요구사

항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성이다. 여러 소프트

웨어로 인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

며, 원격 접속 시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전송될 경우

스니핑 공격의 대상이 되어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

있고, 무차별 공격에 의해 결국에는 패스워드가 깨

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공인인증서 방식

전자서명을 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정보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증명서이다. 공인

인증서의 문제점은 인증서의 재발급 문제라던가 복

사와 보관 문제, 개인키 유출 문제 등의 문제가 있

다.

∙ 보안토큰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서버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도의 보안기능을 갖춘 암호 장비 중 하나로

서 공인인증서의 개인키 유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

쇄하기 위한 장비이다. 보안 토큰의 문제점은 비용

문제, 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

함, 유연성 부족, 도난 또는 훼손 문제 등이 있다.

∙ 생체 정보 방식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하여 지문이나 홍채, 정맥과

같은 개인의 생체적 특징이나 개인의 행동적인 특성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따라 인

식률의 차이가 급격하고, 초기 도입 비용 문제로 비

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거론되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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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사용자 인증기법

3.1 전체적인 흐름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

기 위해 QR code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

하여 제안한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전체적인 흐름도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

스를 요청하면 서버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맞는

QR code를 생성하여 화면에 뿌려준다. 사용자는 사

전에 등록한 단말로 화면의 QR code를 촬영 후 분

석한다. 분석 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이언트 인

증을 요청한다. 사전에 등록 된 단말을 통해 클라이

언트를 인증한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서

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표 2]는 제안하는 인증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표 1] 용어 설명
용어 설명

CNPK,

CNSK
이동통신사 공개키, 개인키

SPPK,

SPSK
이동통신사 공개키, 개인키

IMEI 단말식별번호

IMSI 사용자 식별번호

RNS Random Serial Number

Key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한 AES 대칭키

3.2 단말 등록 과정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인증을 위

해 [그림 3]과 같은 단말등록 과정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그림 3] 단말 등록 과정

단말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비스제공자에

게 단말 등록을 요청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한

단말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의 공개키로 암호화 하고, 자신의 개인키

로 검증메시지를 보낸 뒤, 사용자에 대한 식별정보

를 요청한 뒤 사용자에게 인증번호를 요청한다. 단

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로 응답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사에게 인증번호를 다시

보내줌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단말에 대한 식별

정보를 보내준다. 그 후 단말의 등록이 완료 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단말에게 인덱스 값으로 사용되는

IV 를 보내준다.

3.3 QR code 생성 과정
앞 절에서 보았듯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자

에게 서비스 접근을 요청하면 [그림 4]와 같이 QR

code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 전송해준다.

[그림 4] QR code 생성과정

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추출한다.

이때 추출되는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IP, MAC,

Web Browser 정보 등이 추출 되며,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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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시적인 시간 동안 사용될 수 있는 RSN과

Key를 생성한다. 그 후 RSN과 클라이언트의 정보

를 해시한 뒤 Key로 암호화 하여 Enc_Value 값을

생성한다. 그 후 Enc_Value 값과 RSN과 클라이언

트 정보를 QR code로 생성한다. QR code 안의

Enc_Value 와 RSN은 후에 인증 과정에서 상호인

증을 위한 값으로 이용된다.

3.4 상호 인증 과정
QR code 생성과정이 끝나면 클라이언트의 웹브라

우저에는 QR code가 표시되어 있다. 사전에 단말등

록 과정을 통해 인가된 단말을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상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4] 상호인증 과정

단말은 QR code를 촬영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QR code를 분석 한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한

뒤 단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QR code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RSN과 IV를 연접하여 보낸다. 서비

스 제공자는 먼저 유효한 RSN 인지 확인 하고 전

송받은 IV 값과 매칭되는 단말 식별정보인 ME I 를

확인하여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메시지는 Key 와

RSN과 ME I, Key 값을 연산 후 해시한 값을 전송

한다. 단말은 IMEI와 IMSI를 이용하여 ME I 값을

연산한 뒤, RSN , Key 와 함께 연산한 뒤 해시 한

다.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송받은 메시지와 비교 검

증 한 뒤 Key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검증이 끝나면

RSN과 Key 값이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생성이 되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

증이 완료 된다.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

ME I와 패스워드 RSN을 연산하여 해시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 대

한 IV값을 통해 ME I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동일

한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받은 메시지와 비교검증

한 뒤 검증이 되면 RSN에 매칭되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인증 기법은 사용자

가 다양한 기종의 장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

스에 접근 시 상호인증 방안으로 분실인지가 가장

빠르며 기존의 인가 된 단말을 통해 인증하며 다중

요소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의 인증방식이 가지

고 있던 해킹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다른 장비

의 추가 없이 인증 시스템만 수정하면 됨으로 적용

성과 이식성이 높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단말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통

신 경량화 및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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