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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네트워크 기술의 속한 발 과 함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존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은 패스워드 테이블은 요구하게 

되고 패스워드 테이블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들이 존재한다.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은 원격 사용

자 인증 방식은 사용자의 패스워드 테이블은 요구하지 않는 인증 방식으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은 

통신상의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카드에 장된 정보를 통해 패스워드 추측의 이 발생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해시 기반의 검증 값을 이용하여 오 라인 상에서 스마트카드에 한 패스워드 추측 공

격으로부터 안 한 방식을 제안하 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의 속한 발 과 함께 사람들은 어떠한 시

간이나 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은 어떠한 안 하지 않은 채 에서 합법

인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매우 요한 과정이다. 

원격 사용자 인증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

되었다. 1981년 Lamport가 별도의 암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잘 알려진 패스워드 기반의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

을 처음 제안하 다[1]. 그 이후에도 보안이나 비용, 효율

성을 개선하기 해 다른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2000년 Hwang과 Li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

자 인증 기술을 제안하 다[2]. 하지만 ElGamal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연산 비용을 요구한

다. 이러한 연산 비용을 낮추기 해 Sun이 효과 인 원

격 사용자 인증 기술을 제안하면서 안 하고 효율 인

hash기반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게 된다[3].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물리  매체인 스마트카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을 고려하지 않았다. 스마트카드를 분

실 는 도난당했을 경우, 스마트카드에 장된 정보들을 

통해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 있다[4].

  본 연구는 통신상의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카드에 

장된 정보를 통해 자체 으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검

+) 본 논문은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산학연

력 기술개발사업(No. C0119289)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 본 연구는 한국 자통신연구원 부설 연구소의 

탁 연구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의 분실  도난으

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안 한 방

식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스마트카드 랫폼 기술

  2.1.1 Multos

  Multos(Multi-application operating system)는 1996년 

Mondex사가 개발하고 MAOSCO(Multi-Application 

Operating System for Smart Card) 산업 컨소시엄이 지

원 하는 다기능 COS(Chip Operating System)로, Multos 

에 인터 리터 언어인 MEL(Multos Executable 

Language)로 설계된 MEL 가상 기계를 탑재한 형태의 스

마트카드 랫폼이다. Multos는 MAOSCO에 의해 리되

고 있다. Multos는 높은 수 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개방형 다  응용 로그램 운용 시스템을 제공하며, 응용 

로그램 각각을 분리하는 방화벽과 키 리 인증을 제공

해 다. 단말기와 카드는 ISO 7816-4 국제표 에서 규정

하고 있는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 로토

콜을 이용하여 통신한다[5].

  2.1.2 Java

  1996년 스마트카드 제조업체인 슈럼버제사는 스마트카

드의 운 체제에 자바 바이트코드 인터 리터를 탑재하고, 

카드에 합하게 변환된 자바 클래스 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바 기반 카드를 제안 하 다. 같은 해 10월에 

SUN사는 최 로 자바 카드 규격을 발표하 다. 자바 카

드는 COS 에 SUN사가 개발한 자바 카드 가상 기계

(Java Card Virtual Machine)를 탑재한 형태의 스마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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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랫폼으로  다  응용 로그램 탑재가 가능하고 

post-issuance 형태로 응용 로그램 다운로딩이 가능한 

개방형 랫폼이다. 자바 카드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ROM(Read 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OM), RAM(Random Access 

Memory)과 같은 메모리가 존재하는 하드웨어 계층 에 

카드 운 체제, 자바 카드 상에 다양한 응용 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바 카드 가상 기계가 탑

재되며, 자바 카드 가상 기계 로 자바 카드 API, 자바 

카드 (Applet)이 순서 로 탑재된다[5].

  2.1.3 SCW

  SCW(Smart Card for Windows)는 마이크로소 트사에

서 개발한 스마트카드 랫폼으로 Microsoft Kernel에 

Visual Basic 가상 기계를 탑재한 형태의 개방형 랫폼

이다. PC 응용 로그램 개발자들을 해 설계되었으며, 

카드 소지자가 카드 상에 어떠한 응용 로그램들이 탑재

되어 있는지를 제어할 수 있는 White Card 모델 형태를 

제공한다. SCW는 일 근 규칙  FAT(File Access 

Table)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보안을 제공하고, 응

용 로그램 개발 환경으로 Visual Basic이나 C++ 로그

래  언어를 지원한다. GSM/SIM시장뿐만 아니라 융 

시장까지 장악하기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

 2.2 스마트카드 표

  세계 국제 표 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최 의 스마트카드 표

 ISO 7816이 정해졌고 그와 련된 ID 카드 표 , 

시 카드/비 식 카드 표 과 같이 스마트카드에 한 

다양한 표 화에 해 진행하고 있다. ISO 카드 표 은 

다음과 같다.

  - ID 카드 표  : ISO 7810~7812

  - 식 카드 표  : ISO  7815

  - 비 식 카드 표  : ISO 14443, ISO 10563, 

                         ISO 15693

  - 카드 확인  테스트 방법 : ISO 10373, ISO 15457

  - 학 메모리카드 ISO 11694

한 신용/직불 분야의 규격으로 1994년 Europay, 

masterCard  VISA의 컨소시엄인 EMV가 

ICC(Integrated Circuit Cards), 카드를 읽기 한 단말기, 

그리고 카드 애 리 이션에 한 공통 규격 작성을 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의 물리 / 기  특성, 

당  어 리 이션 카드리더 단말기의 아키텍쳐, 그리고 

신용/직불 거래를 조 하기 한 애 리 이션 규격을 정

의하고 있다. 스마트카드의 실질 인 개발을 해서는 

Visa, MasterCard 사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개발 문서들을 

참고해야 한다. 

  융분야의 스마트카드 규격은 자화폐와 신용/직불카

드 분야로 나  수 있으며 자화폐 련 규격으로 CEPS

(Common Electronis Purse Specification)는 자지갑 

로그램에 한 상호 운용성을 만족하기 해서 자지갑 

로그램을 토입하려고 하는 특정 조직에 한 필요한 모

든 컴포 트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융 결제원에서 용 IC 카드 표 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6].

3. 기존 방식 분석

  2.1 Chen Scheme

  Chen의 Scheme은 기존 Wang Scheme에 한 공격 

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하여 제안된 해시 함수를 이용

한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각 단계는 등록 단계, 로그

인 단계, 검증 단계, 패스워드 변경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Wang Scheme은 TimeStamp를 변조한 장 공격과 

공격자가 이  세션에서 사용한 로그인/검증 정보를 이용

한 병렬 세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hen 

Scheme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비  정보를 포

함한 검증 정보를 생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다[7][8]. 

   2.1.1 오 라인 패스워드 추측 공격

  사용자는 스마트카드를 분실  도난을 당할 수 있다. 

공격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패스워드를 은 노력으로 추측해 낼 수 있다. 스마트

카드에는 비  정보인 b, V, R, hp()와 같은 정보들이 

장되어 있다. 공격자는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여 유효한 패

스워드를 추측하고, 올바른 검증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공격자는 다음과 같이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Step 1. 공격자는 추측된 패스워드를 선택하고 다음 

h(b⊕PW*)를 계산한다.

  Step 2. 공격자는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 ⊕⊕

 ′   ′⊕

  Step 3. 공격자는 장된 V와 추측된 패스워드로 

생성한 V'를 이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4. 제안방식

  본 논문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Hash 기반의 원격 사

용자 인증 방식이다. 발  단계, 등록 단계, 로그인 단계, 

검증 단계, 패스워드 변경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

는 다음과 같다. 

  4.1 시스템 계수

  * : 각각의 객체

  (  : 사용자,   : 서버,   : 스마트카드 )

   : 스마트카드 객체

   : 사용자의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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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의 비  번호

   : 사용자의 ID기반의 스마트카드 식별자

   : 사용자에 PW기반의 스마트카드 비 번호

   : 시스템의 비  키

   : 스마트카드의 비  키

     : 사용자의 등록 횟수

   : 사용자의 PW를 검증하기 한 값

   : 해시 함수

   : 객체 *의 타임스탬

  4.2 등록 단계

  이 단계는 사용자에게 스마트카드를 발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발  단계는 안 하게 이 진다고 가정한다.

  

  Step 1. 사용자는 리더기에 스마트카드를 삽입하고 ID

와 PW를 입력한다. 

 →  

  Step 2.  스마트카드는 비 키 Cx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용자의 PW를 이용하여 CPW를 생성한 후, 등록 요청 메

시지를 보낸다.

   

 →      

  Step 3.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연상을 수행한다. 사용

자의 등록 횟수를 나타내는 Nn=0으로 생성하고 재등록 과

정일 경우 Nn = Nn +1로 설정한다.

    

      

  Step 4. 시스템은 생성된 스마트카드 ID와 검증 정보를 

사용자에 스마트카드에 송한다. 스마트카드는 송받은 

CID, V정보를 장한다.

  2.1.2 인증 단계  

  이 단계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을 원할 때 과정으

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Step 1.  사용자는 스마트카드리더에 스마트카드를 삽입

하고 ID와 PW를 입력한다.

  Step 2. 스마트카드는 임의의 난수 r을 생성하고 다음

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여기서 TU는 사용자의 재 타

임스탬 를 나타낸다.

   

   ⊕

  ⊕

 ⊕ 

  Step 3. 사용자는 서버에 인증 정보를 송한다.

→       

.

  4.4 검증 단계

  이 과정은 인증 요청 메시지 M을 스마트카드가 받은 

후에 시스템과 스마트카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

다. 

  Step 1. 시스템은 ID 는 TU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만약,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로그인 요청을       

 거 한다. 

  Step 2.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계산 결과가 송받은 C3와 같다면 로그인 요청을      

  수락하고 그 지 않으면 로그인 요청을 거 한다.

    

 ′   ⊕ ⊕
    ′  

  Step 3.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Ts는 

서버의 재 타임스탬 를 말한다. 

    

′ ⊕
  ′  .

  Step 4. 시스템은 스마트카드는 검증 메시지를 

사용자의 스마트카드에게 송한다.

 →   

  Step 5. TS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사용자의 

스마트카드는 Ts가 유효할 경우 세션을 종료한 후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      
 ′   

 

  4.5 패스워드 변경 단계

  이 단계는 사용자가 기존의 패스워드 PW를 새로운 패

스워드 PWnew로 변경하기 원할 때 사용된다.

 

  Step 1.  사용자는 스마트카드리더에 스마트카드를 삽입

하고 ID와 PW를 입력한다.

  Step 2. 스마트카드는 임의의 난수 r을 생성하고 다음

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여기서 TU는 사용자의 재 타

임스탬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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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ep 3. 사용자는 서버에 인증 정보를 송한다.

→       

  Step 4. 시스템은 ID 는 TU가 유효한지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은 로그인 요청을 거 한다. 

    

 ′   ⊕
 ′   ⊕
     ′   
  ′   

  ′   
  ⊕

   

  Step 5. 시스템은 스마트카드는 메시지를 사용자의 

스마트카드에게 송한다.

 →   

  Step 6. TU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사용자의 

스마트카드는 Ts가 유효할 경우 세션을 종료한 후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검증 정보 Vnew를 

장한다.

 ′ ⊕
    ′  

   

5. 제안방식 분석

 5.1 패스워드 추측 공격

  본 논문은 인증 과정에서 임의의 난수 r을 생성하여 스

마트카드의 ID와 PW에 결합한 데이터를 송한다. 시스

템은 이러한 정보를 단순 XOR 연산만으로 검증이 가능하

다. 따라서, 매 인증 요청마다 임의의 난수 r을 이용함으

로써 공격자는 유효한 PW를 추측이 어려우며 단순 낮은 

연산 비용으로 검증 가능하다.

  5.2 장 공격

  본 논문은 시스템의 비  정보로 생성된 CID와 스마트

카드의 비  정보로 생성된 CPW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을 제공한다. 따라서, 각각이 소유한 비  정보를 이용하

여 사용자에 ID와 PW기반의 CID, CPW를 생성함으로써 

공격자는 유효한 정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는 시스템으로 장하기 어렵다.

  5.3 오 라인 패스워드 추측 공격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은 등록 과정에

서 안 하게 비  정보를 고유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

로 안 한 통신을 한다. 하지만, 장된 정보만을 이용하

여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  도난당한 스마트카드

에 장된 정보를 이용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시스템의 비  정보를 포함하여 검증정

보를 생성함으로써 유효한 패스워드 추측  검증이 어렵

다.

 

6.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스마트카드를 도난 는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을 해결할 수 있는 원격 사용자 인증 방식을 제

안하 다. 스마트카드는 하나의 보안 매체로 통신상의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카드에 한 물리  도 존재

하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카드를 인증 매체로 이용함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통신상의 과 물리 인 들을 

모두 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참고문헌

[1] P.L. Lamport, “Password authentication with 

insecure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of ACM. 

Vol.24, 1981, pp. 770-772

[2] M.S. Hwang, L.H. Li, "A new remote user 

authentication scheme using smart cards"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2000

[3] H.M. Sun, "An efficient remote use authentication 

scheme using smart cards",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2000

[4] H.Y. Chien, J.K. Jan, Y.M. Tesen, "An efficient and 

practical solution to remote authentication: smart card", 

Computers & Security, 2002 

[5] 한진희, "스마트카드 랫폼 기술", TTA  제 90호, 

2003. 3

[6] 양희선, "스마트카드 기술표 화", TTA  제 90호, 

2003. 3

[7] H.C. Wang, W.F. Zhang, S.J. Zhang, M.K. Khan, 

"Cryptanalysis and improvement on two efficient 

remote", computer Standards & Inferface, 2007

이기한, "스마트카드 칩 기술", TTA  제 90호, 2003. 3

[8] T.H. Chen, H.C. Hsiang, W.K.Shih, "Security 

enhancement on an improvement on two remote user 

authentication schemes using smart cards",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 2011

- 6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