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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금융거래정보 탈취 및 변조 등 

관련 보안위협이 급증하면서 안전한 보안 방안과 대응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각종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선진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기술 가이드｣는 기존의 내부부정적발 

및 회계부정적발시스템 등을 응용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시스템 중 최근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술 가이드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정보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및 감사의 4가지 기능으로 구성하여 각 기능별 

소개와 최소한의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은 본 가이드를 포함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분석 및 연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가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 제공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금번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8월

금융보안연구원

원장 김 영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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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이드 개요

1. 배 경

 o (필요성) 카드사들은 이상금융거래를 사전에 탐지·차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막고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확대·도입을 필요로 한다.

 o (정의)「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 정보·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o (해외동향) 2011년 6월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FIEC)에서 

발표한‘인터넷뱅킹 인증 가이드라인(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에서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부정거래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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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적

 o 이상금융거래 탐지의 효과성 향상

  ☞ 금융회사에 알맞은 고유기능별로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고유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이상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제시

 o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려사항 제공

  ☞ 해당 탐지시스템의 각 기능별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전담팀 

운영 및 전문 요원 배치 등 운영 고려사항을 제시

3. 가이드라인 구성

 o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위하여 본 기술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소개함

  ☞ (구성 및 기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한 소개, 정보 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에 대한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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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

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항)

•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접근

하는 장치들(CD/ATM,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통칭

• 상관관계 분석 : 이상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집된 정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

• 규칙 검사 : 정상적인 거래과정/순서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플러그인 : 어떤 프로그램에 없던 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설치

되는 부가 프로그램

• 오탐률 :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금융거래로 오인하여 탐지

(False Positive)하거나 이상금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탐지(False Negative)하는 비율을 의미

  ☞ (도입시 사전 고려사항) 운영방법, 기본구성, 보안기능에 대한 

사전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 (기타) 주요 절차, 도입 체크리스트, 탐지모델 비교, 탐지패턴 

등은 별도 부록

4.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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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모델 : 부정행위패턴을 탐지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써 크게

오용탐지방법과 이상탐지방법으로 구분

• 프로파일 : 이용자의 환경 및 거래 유형 정보 등을 일정기간

이상 수집․축적하여 이용자 전자금융거래 특징을

통계적으로 작성한 정보

• 사후분석 : 지속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로그 등)를 거래이후 분석

하는 일괄 처리 개념

• 사전분석 : 전자금융 거래 시 데이터(로그 등)를 저장과 동시에

지체 없이 분석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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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1. 개 요

 o (기본 구성)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판별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크게 4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능은 상호 호환 또는 연동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ITU-T X.sap-7 ‘Technical capabilities of fraud detection and response 

for services with high assurance level requirements’ 참조

   ※ [붙임 5]‘ITU-T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관련 표준(안) 요약’참고

[그림 1]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4가지 구성

  ☞ (정보수집 기능) 이상금융거래 탐지의 정확성을 위해 크게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사고 유형 정보’의 수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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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및 탐지 기능)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 유형별, 거래 

유형별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 및 규칙 검사 등을 통해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능

  ☞ (대응 기능) 분석된 이상 금융거래 행위에 대한 거래 차단 

등의 대응 기능

  ☞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 수집·분석·대응 등의 종합적인 

절차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능과 해당 탐지

시스템을 침해하는 다양한 유형에 대한 감사기능

 o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연동)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금융

거래 절차는‘이용자 인증 → 거래지시 → 거래확정’순서로 

이루어진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탐지시스템은 크게 

4가지 기능(정보수집·분석 및 탐지·대응·모니터링 및 감사)이 금융

거래에 개입되어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 해당 탐지시스템의 

적용 방식(동기, 비동기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각 기능은 

금융거래절차에서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상호연동 되어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동기, 비동기 방식은 3장의‘2. 운영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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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과 금융거래절차 간 상호연동 예

  ☞ (이용자 인증) 이용자 인증 후‘정보수집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금융회사의 수집시스템으로 전달

  ☞ (거래지시) 매거래시 수집된 정보와 금융회사에서 자체 보유

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접속 및 금융거래 정보 등)를‘분석 및 

탐지기능’을 이용하여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분석

  ☞ (거래확정) 앞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대응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거래 승인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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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집 정보의 유형)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수집·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크게‘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사고유형 정보’로 구분되며, 

각 정보에 대한 수집방법 및 활용방법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구분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 수집 사고유형 정보 수집

수집

정보의

대상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매체

(PC, 스마트폰 등)의 환경정보

유관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 

또는 악성코드 내에 포함된 

이상금융거래 행위 등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다양한 이상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동향

활용

방법

탐지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부가정보 활용 또는 탐지패턴에 

의한 직접적인 차단행위

탐지패턴에 적용할 부가정보로 

활용 및 악의적인 계정에 

대한 직접적인 차단정보

수집

방법

별도 수집프로그램 또는 별도 

플러그인 기술을 이용한 환경

정보 수집

국내외 유관기관 부정거래 

유형 또는 악성코드 자체 분석

되어진 내용

수집

정보의

유형

이용자 접근 매체 환경정보 

위주

부정거래 동향 또는 각종 악성

코드에 포함된 부정거래 기법

[표 1] 수집정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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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금융거래 유형 정보) 이용자 거래 시 발생되는 정보(거래 패턴, 

성향 등)로써 금융회사 내부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상금융거래 

탐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금융거래 

유형 정보는 수집 정보가 아닌 내부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로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 함께 설명한다.

[그림 3] 정보의 분석에 이용되는 수집 정보의 종류

 o (수집 정보의 유일성) 수집되는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는 유일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또는 방법)를 

수집하거나 또는 금융거래 유형 정보 분석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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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정보

PC 계열 스마트폰 계열

하드웨어 

정보

- 물리적 MAC 정보

- HDD 정보(S/N, 모델 등)

- CPU 정보(코어<cpu core> 수 등)

- 메인보드 정보(제조사, Product 

Name, Product S/N 등) 등

- UU I D ( U n i v e r s a l l y 

Unique IDentifier) 정보

- 디바이스 모델명 등

[표 2] 유일성 보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집되는 주요 수집 정보

   유일성 보장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보통 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하드웨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금융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유일성 보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정보는 [표 2]와 같다. 다만 [표 2]의 정보는 다른 수집정보 보다 

이용자를 선별하기 위해 용이한 정보로 정의되고 활용되는 

것일 뿐, 해당 정보가 모두 수집된다 하더라도 유일성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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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및 

어플리케이션 

정보

- 가상화 소프트웨어 사용 정보

- 브라우저 정보(종류, 언어 등) 등

- OS 버전 정보

- 제조사 정보 등

네트워크 

정보

- IP 정보(공인/사설, 국가, 지역 등)

- Proxy IP 정보(설정여부, 국가 등)

- VPN 정보(설정여부, 국가 등) 등

- 연결된 네트워크 정보 등

 o (정보수집 방법) 매체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플러그인(Plug-in) 기반 또는 별도 수집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순수 웹 어플리케이션(HTML, Javascript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2가지 방식

으로 구분 될 수 있다.

 o (정보수집 범위) 접근채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접근채널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 수집하여,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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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정보의 분석) 이상금융거래 유무 판단 위해 사용되는 탐지

패턴(Rule)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필요에 의해 수집된 이용자 매체

환경 정보와 이용자의 금융거래 유형 정보가 복합적으로 활용·

분석되어져야 한다.

 o (탐지 패턴 갱신) 또한 분석된 결과가 탐지패턴에 반영되는 

등의 대응절차 및 기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이상금융거래의 탐지 정확성과 운영 안전성을 갖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탐지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은 이용자 매체 환경 정보와 금융거래 유형 정보가 이용

되며 과거의 정보와 현재 발생하는 정보를 비교하여 탐지패턴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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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탐지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활동

 o (차등적 대응의 고려) 지시된 거래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경중도(예 : 위험, 의심, 주의 등)에 따라 추가인증, 차단, 

알림 등의 대응방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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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수집 기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서의 정보 수집기능은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 

금융거래 유형 정보, 사고유형 정보 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

[그림 5]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중 정보 수집 기능의 범위

   수집정보의 유형은 크게‘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사고

유형 정보’로 구분되며,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수집 및 분석

되어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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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 수집

 o (이용자 매체환경에서의 수집정보 종류) 이용자 매체의 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접근채널의 종류(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CD/ATM 등) 및 수집가능 수준(시스템, 네트워크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유일성 보장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보통 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하드웨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림 6] 수집 정보의 유형 예시

  ☞ (네트워크 정보) 전자금융서비스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시 네트워크 패킷 정보를 

발생. 패킷 정보에는 출발지, 도착지, 포트번호, 프로토콜, 

데이터 크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적발 할 

수 있도록 발생되는 네트워크 패킷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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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네트워크 정보 수집의 개념

  ☞ (어플리케이션 정보) 보안프로그램, 브라우저 등의 어플리케이션 

버전, 언어, 상태 정보 및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이벤트 정보 

등이 포함.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 이벤트 

발생 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하드웨어 정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PC의 

CPU, 하드디스크, 네트워크카드(NIC) 등 물리적으로 포함된 

하드웨어 정보. CPU,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 MAC 등의 정보를 지니며, 인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접속 시 이용자 단말기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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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형상 정보를 이용한 이용자 단말기 구별 방법)

 ▶ 이용자 단말기별 유일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하드웨어 

정보 및 설정 정보(S/W, H/W) 등을 조합하여 생성한 해시 값(Hash 

Value)으로 이용자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 디바이스 형상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 이용자 단말기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

  -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 

정보를 보호

 o (정보수집 방법 및 특징)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플러그인 기반 또는 별도 수집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순수 웹 어플리케이션(HTML, 

Javascript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하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 될 수 있다.

  ☞ (플러그인 기반 또는 별도 수집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수집)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플러그인 기반 포함)을 이용하여 

배포한 후 이용자의 금융 거래 시 이용환경 정보를 수집

하여 수집서버로 전송하여 동작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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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 웹기반에 의존한 정보의 수집) 플러그인이나 플러그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배포 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뱅킹 서버의 

접속정보를 바탕으로 이용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수집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으나 별도의 모듈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없어 

플랫폼과 웹브라우저에 독립적인 방식

구 분 장점 단점

플러그인 

기반 수집

또는

별도 

프로그램 

기반 수집

- 기존에 배포되어지고 있는 

이용자 보안프로그램과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치 

않는 구조

- 이용자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용자 정보 수집 가능

- 이용자 운영체제 및 이용자 

웹브라우저에 지원하는 

플러그인 종류 등에 따라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각기 상이

- 이용자 운영체제별, 웹 

브라우저별 별도의 수집 

프로그램 개발 필요

웹 기반 

수집

- 별도의 수집 프로그램 불필요

- 이용자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이용가능

-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특이정보(하드웨어 정보 등)를 

수집하기 어려움

[표 3] 이용자 정보수집 방법의 특징 비교



제2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19

 o (수집정보의 활용) 이상금융거래의 탐지를 위해 수집정보를 

이용한 탐지패턴은 다음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지고 있다.

  ☞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활용한 탐지패턴)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사전에 정한 접속환경(PC, IP, 국가, 거래장소 등) 이외에서의 

접속 시도

  ☞ (이용자 변경정보를 활용한 탐지패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또는 이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시도

  ☞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탐지패턴)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송금되거나 혹은 해외계좌로의 잦은 송금 등 이용자 금융

거래 유형 패턴과 다르게 발생되는 유형의 거래 시도

   탐지에 활용되는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 및 변경정보 그리고 

금융거래유형 정보 중,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 변경정보는 

주로 매번 수집되는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활용하며, 금융

거래 유형 정보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별 

금융거래 유형 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 이상금융거래의 탐지는 수집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환경적인 요소를 1차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판별 후, 2차적으로 시도되는 거래 내용을 과거 거래 

내용과 비교하는 절차를 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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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금융거래의 주요 유형 대응을 위한 수집 정보의 유형

-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여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비정상적인 접속환경에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비정상적인 접속을 시도하고, 비정상

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경우

- 해외국가(또는 계좌)로의 거래가 잦은 

경우 등

- 수집된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이용

 · (네트워크) IP, MAC, VPN 등 주로 

네트워크와 관련한 정보

 · (어플리케이션 – 인증) 타 공인

인증서 또는 만료된 인증서의 

과다보유 유무 등의 정보

 · (어플리케이션 – 보안프로그램) 과거 

버전을 이용하는 보안프로그램 

또는 특정 보안프로그램이 동작

되지 않는 등의 정보

 ·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CPU,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고유 

정보

- 신규계좌에서의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반복적인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평소 거래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사고인 또는 사고로 등록된 계좌로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해외국가(또는 계좌)로의 거래가 잦은 

경우

- 빈번한 잔액 조회가 발생하는 경우 등

-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이용자의 거래행위정보를 이용

- 이용자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는 

않으며 금융회사 내부에서 보유

하고 있는 각 이용자의 금융거래

행위정보를 주로 이용

[표 4] 주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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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고 유형 정보 수집 

 o (사고 유형 정보의 수집) 새로운 유형의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해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기관 등에서 국내외 이상금융

거래 동향 조사 및 사고 발생 이용자 PC의 포렌식 조사·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고 유형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국내외 이상금융거래 동향 수집) 국내외 금융회사, 유관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금융

거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의「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동향 

정보 수집 필요

  ☞ (포렌식 조사·분석)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위협하는 다양한 

보안위협을 지속적인 등장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포렌식 조사·분석이 필요. 악성코드가 이용자 PC로 유입

되어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o (수집정보의 활용) 사고 발생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의 특징을 

찾아 탐지패턴을 생성하는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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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탐지기능

□ 주요 내용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서의 분석 및 탐지기능은 수집 시스템에서 

전달받은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이상 탐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탐지 

방법은 탐지 모델별로 상이하며, 데이터베이스에 탐지패턴을 저장하여 관리

[그림 8]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중 분석 및 탐지기능의 범위

 o (탐지모델의 특징) 탐지모델은 크게 오용탐지모델(Misuse Detection 

Model)과 이상탐지모델(Anomaly Detection Model) 기법이 이용되며, 

이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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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용탐지모델) 과거의 부정행위패턴을 기반으로 현재 알려진 

패턴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것으로 

시그니처(Signature)기반 탐지 혹은 지식(knowledge)기반 탐지로 

칭하며, 해당 탐지모델은 과거정보(사고정보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교적 과거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탐지의 오탐률

(False Positive)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거론되는 모델로는

“패턴탐지모델·상태전이모델”등이 주로 이용

    ◈ 패턴탐지모델 (Pattern Based Model)

     - (설명) 주로 과거 발생된 사고정보만을 이용하여 탐지패턴을 

생성하고, 해당 패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판단하는 탐지모델 

<매체환경 + 거래정보>

(해당 모델에서의 주요 적용 예)

 ▶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의 활용 예) 사고정보로 등록된 IP 또는 MAC 

등과 같은 정보와 매 거래 수집된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를 비교하여 탐지

 ▶ (금융거래 유형 정보의 활용 예) 사고정보로 등록된 계좌번호 또는 

금융회사명 등의 정보와 시도하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비교하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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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패턴탐지모델의 동작 예시

    ◈ 상태전이모델 (State Transition Model)

     - (설명) 정상적인 거래절차 및 유형을 벗어나는 행위를 

패턴화 하여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판단하는 탐지모델로, 

패턴화에 이용되는 정보는 과거 발생된 사고정보를 주로 

이용 <거래정보>

(해당 모델에서의 주요 적용 예)

 ▶ (금융거래 유형 정보의 활용 예) 가령 “로그인→예비거래→본거래→

완료” 절차에서 해커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그인→본

거래→완료”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등을 비교하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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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태전이모델의 동작 예시

  ☞ (이상탐지모델) 정상 금융거래 행위(데이터)를 기준으로 상대적

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확률상 낮은 행위가 발생

할 경우를 탐지하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가 가능하지만, 정상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오탐률이 높으며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많은 학습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갖으며, 주로 

거론되는 모델로는“통계모델·데이터 마이닝 모델”등을 

주로 이용

    ◈ 통계모델 (Statistical Approaches Model)

     - (설명) 과거에 이용했던 접속환경 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유형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 프로파일(Profile)을 생성하고, 

매거래시 생성된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판단하는 분석 및 탐지 모델 <매체환경 + 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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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델에서의 주요 적용 예)

 ▶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의 활용 예) 이용자가 주로 접속하는 IP대역, 

접속시간 등의 정보를 통계화한 이후, 사전에 설정한 통계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접속 등을 비교하여 탐지

 ▶ (금융거래 유형 정보의 활용 예) 이용자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

거래시간 등을 통계화한 이후, 사전에 설정한 통계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거래 등을 비교하여 탐지

[그림 11] 통계모델의 동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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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마이닝 모델(Data Mining Model)

     - (설명) 정형화되지 않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는 주로 이상금융거래 분석 또는 

개인 신용도 평가 등에서 활용

(해당 모델에서의 주요 적용 예)

 ▶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와 금융거래 유형 정보의 활용 예) 데이터 마이닝 

모델은 이용자의 이체 금액, 계좌, 시간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분석.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SNS)와 

관련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위험성을 

판단

[그림 12]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동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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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기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대응 기능은 분석 및 탐지 기능으로부터 

전달받은 결과에 따라 정상, 차단, 추가 인증 등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이상

금융 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탐지 및 기타 탐지패턴을 반영

[그림 13]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중 대응 기능의 범위

 o (차등적 대응의 고려) 지시된 거래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경중도(예 : 위험, 의심, 주의 등)에 따라 대응방법 또한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 (확실시 되는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 이상금융거래로 

확실시 되는 거래에 대해 지체 없이 차단하고, 차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규격을 준용하여 사고 내용을 전파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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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금융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대응) 이상금융거래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사전에 정의한 인증

방식을 이용하여 추가인증 후 인증 결과에 따라 거래승인 

및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이때, 거래취소가 발생된 정보에 

대해서는 자사 탐지패턴에 지체 없이 반영함과 동시에 차단 

내용을 사전에 정의된 규격을 준용하여 사고 내용을 전파 및 공유

[그림 14] 이상금융거래를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응처리 절차 예시

   상기와 같이 이상금융거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거래차단기능의 제공·다양한 인증기술의 호환·

탐지패턴 추가반영·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 등의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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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차단 기능의 제공) 부정거래로 확실시되는 거래에 대해 즉시 

해당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o (추가 인증기술의 호환) 이상금융거래 탐지 또는 추정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사전에 정의한 추가 인증

기술과 상호 호환되어야 한다.

 o (통지 기능) 이상금융거래로 확실시 되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팀(인원), 전문 상담요원에게 통지(예 : SMS, 모니터링 

화면 표시 등)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o (추가 패턴의 반영) 정상 혹은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대응(탐지, 

차단 등)이 완료되면, 해당 결과가 탐지패턴에 지체 없이 반영

되어야 한다.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인증 등이 수행되거나, 

비정상거래가 과도하게 탐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담팀(인원)

에서 분석하여 탐지패턴의 재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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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탐지패턴 생성 및 재조정 과정

 o (이상금융거래 정보의 공유) 사고로 판명 또는 분류된 이상

금융거래가 타 금융회사로의 전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에서 적발된 이상금융거래 정보는 상호 공유

되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유되어야 할 정보유형(데이터유형, 

전송규격, 암호화통신, 무결성 등)과 전문규격을 사전에 정의하고, 

공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 사고일시(예 : 날짜, 시간 등)

  ☞ 사고정보(예 : 공통 디바이스 형상 정보, 금융회사명, 사고계좌번호, 

사고소유자명, 생년월일, 성별, 국가<지역>정보 등)

     ※ 디바이스 형상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2장의 2. 정보 수집 기능 내용 참조

  ☞ 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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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의 경중도(예 : 위험, 의심, 주의 등)

   → 사고가 유발된 금융서비스(예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 사고가 유발된 매체정보(예 : 운영체제정보, 브라우저정보, 기기정보 등)

   → 피해(거래) 금액(예 : 3,000,000원 등)

   → 기타 필요 정보 등

   또한 공유된 이상금융거래 정보(또는 탐지패턴)가 자사「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능 

및 절차적 대응이 상호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공유체계는 신뢰된 

기관을 통한 중앙집중형 혹은 금융회사간 직접 교환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림 16] 이상금융거래 정보(패턴) 공유 예시

※ IETF의 ‘Sharing Transaction Fraud Data’의 내용 재구성



제2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33

(IETF의 ‘Sharing Transaction Fraud Data’ 참고)

 ▶ (정보 공유) 금융기관들 사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이외 유관기관과 

직접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사고 정보는 “인바운드 사고 정보”와 “아웃 

바운드 사고 정보” 형태로 구분함

 ▶ (인바운드 사고 정보) 금융기관 이외의 유관기관(Cert, KISA 등)에서 금융

기관으로 제공되는 사고정보를 의미

 ▶ (아웃 바운드 사고 정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 유관기관으로 전달되는 

사고 정보

 ▶ (사고 보고서의 종류)

  - 이상거래 의심 정보 : 사기로 여겨지거나 잘 알려진 특정 트랜잭션 

내용을 포함

  - 이상거래 패턴 정보 : 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행동패턴 정보를 

표현

 ▶ (효과적인 정보 공유 요구사항) 사고정보교환은 사고정보의 정확성, 

사고정보 출처의 신뢰성,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시점의 시의 

적절성이 만족되어야함

 o (모니터링) 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기능을 시각화 하여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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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현황) 하드웨어 기본 성능(CPU, 메모리 등)·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성능 등의 전반적인 현황

  ☞ (거래현황) 각 서비스별, 이용자별 거래이용 현황

  ☞ (대응현황) 각 서비스 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및 차단건수·

경고건수·조치내역·조치유형 등의 전반적인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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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시 사전 고려사항

1. 적용 대상의 선정

 o (적용 대상의 분류) 조사된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각 서비스별 

중요성과 위험도를 자체 산정 후 적용대상이 최종 선정되어야 

한다. 적용대상 선정은 금융서비스별 중요성과 위험도 및 금융

회사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악성코드 등과 같은 이상금융거래를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침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래규모 및 거래량 등 금융거래가 빈번한 금융서비스 우선

  ☞ 과거부터 이상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를 우선

  ☞ 기업 중심의 금융서비스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우선

  ☞ 이상금융거래 징후가 발생하여도 이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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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서비스 유형별 상세 조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만큼 사전에 각 금융서비스별로 거래방법·거래복잡성·인증

방법 등과 같은 상세한 특징들이 조사되고,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위험수준을 재평가하여 금융서비스별로 차등적인 대응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금계좌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금융서비스에 비해 이상금융거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입금계좌를 지정(등록)하는 방법(대면·

비대면)과 서비스에 내재되어있는 취약점(송금계좌를 악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  그리고 기존에 이를 대응했던 방법(확장 종단간 

암호화 적용 등의 각종 보안기술)에 따라 위험수준이 달리 평가 

될 수 있다.

  ☞ 주요 금융서비스 이용형태 파악(조회, 이체)

  ☞ 거래의 복잡성, 다양성, 인증절차

  ☞ 이용자 접근 방법 및 서비스 처리 유형

  ☞ 일일 접속량(서버, 네트워크) 및 거래량·거래규모·거래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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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거래가 집중되는 특정 시점에 대한 상태 분석 실시

  ☞ 입금계좌 지정여부

   → 증권분야의 HTS, 각종 대출서비스 등에서는 사전에 등록된 

송금계좌로만 입금

   →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실시 여부

  ☞ 부정거래가 발생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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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방안의 고려

 o (운영 환경 및 대응 절차의 고려) 해당 탐지시스템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스템과 상호 연동되어 작동하는 시스템

이므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 운영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 그리고 운영 장애에 대한 대비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결제 흐름(자금

이체의 즉시성)과 달리 지시된 거래내용에 대해 추가 분석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거래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존에 

예상치 않았던 혹은 발생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거래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 및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훈련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o (데이터 종류 및 속성의 검토) 필요에 의해 수집되는 이용자 매체

환경 정보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종 이용자 금융거래 유형 등의 정보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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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해당 탐지시스템은 복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또한 

이것을 지체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이므로, 구축 시점부터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종류·속성·권한·처리

절차 등이 사전에 조사,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는 이상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일련의 정보가 모든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유용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탐지 활동을 위해 사전에 서비스별 데이터 선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탐지시스템에 불필요한 데이터의 

저장을 방지하고 이상금융거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등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현황 파악     ⇨ 2. 요건 정의      ⇨ 3. 데이터 확보

- 서비스에 따른 데이터를 

분류(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CD/ATM 등)하고, 

각 부서별 데이터 처리 

유형 및 방법 등을 파악

- 서비스별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정의 (예 : 송금계좌 고정 

및 비고정, 데이터 입력 

환경 등)

- 앞서 정의된 데이터의 

확보 및 처리방안 고려

[표 5] 데이터 선별을 위한 단계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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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효율성 고려) 이상금융거래의 탐지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

거래유형 정보·접속기록 및 기타 추가 수집된 이상금융거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처리되어 질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데이터가 기존의 로그수집 및 분석시스템에서 

행해지는 사후분석(배치 거래)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전분석(실

시간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한곳으로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분석되어진 결과가 거래승인 및 취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급속한 용량 초과 

또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성능저하 등의 

이유로 거래지연 등의 운영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전검토 시 현재 운영환경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용량과 처리속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빅데이터(Big Data) 

등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스템의 추가 지원 유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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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용량 처리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구성의 예

 o (외주개발 운영업체 관리 방안에 대한 고려) 해당 탐지시스템은 

지시된 거래정보가 확정되기 전에 거래내용의 적합유무를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이므로 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해당 탐지시스템은 주로 외주개발 운영업체를 통해 구축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 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축 기간 중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외주개발 운영업체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 구축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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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 개발업무의 물리적(장소) 분리방안에 대한 고려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방안

  ☞ 개발시스템에서 운영시스템으로의 데이터 및 시스템이관에 

대한 관리방안

  ☞ 테스트 생성·이관·폐기 절차

  ☞ 외주용역 인력 관리방안

  ☞ 외주용역에 대한 기술적 통제방안 및 보안점검 방안 등

 o (동기 및 비동기방식의 선택) 해당 탐지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동기방식과 비동기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금융회사에서 처리되는 거래절차(Process) 및 시스템 

구성 등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상기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원장이 생성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기방식은 거래원장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상금융거래를 판단하는 방식이며, 비동기방식은 거래

원장을 생성하고 난 이후에 이상금융거래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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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방식) 지시된 금융거래정보가 원장시스템으로 이관되기

까지 매 거래단계별(이용자 인증·예비거래·본거래 등)로 이상

금융거래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매 거래단계별 이상

금융거래가 적절히 차단된다면 원장시스템에는 적법하게 

승인된 거래원장만 저장되는 형태

  ☞ (비동기방식) 지시된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원장을 작성

(또는 거래원장을 작성하기 위해 포함해야 할 필수 거래데이터만을 

준비)하고, 지시된 금융거래를 최종 승인하기 전에 이상금융

거래 유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원장시스템에는 거래승인 

및 거래취소 데이터가 혼재하는 형태

[그림 18] 동기 및 비동기 방식 프로세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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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운영 및 대응측면에서의 동기방식은 비동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상금융거래를 사전에 선별하고 차별화하는 등의 

구체적이며 정밀한 대응 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존 운영시스템의 

구조 및 절차를 일부 변경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구축 및 

운영측면에서의 비동기방식은 동기방식에 비해 기존 운영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두 방식은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어느 특정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시스템 운영환경 및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여 

상기 방식의 단일적용 또는 복수적용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o (수집정보의 기밀성) 수집되는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는 경우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이용자 정보는 사전에 정의된 정보만을 수집

  ☞ 수집된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의 보안 

기술적용 고려

  ☞ 별도의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수집 

프로그램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 적용 고려 등



제3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시 사전 고려사항  45

구  분   

주요 내용*

* 아래 내용은 가이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4.3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내용 일부를 부분 발췌한 

것으로 아래 내용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만족

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2013.11.1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또는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금융위원회)” 등과 같은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종합대책 등을 참고

수집 

동의

- 금융회사가 이상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으로 함

- 신규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집정보의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동의를 구하여야 함

[표 6] ‘2014.3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일부 직접인용

 o (관계 법률의 검토 - 이용자 정보 수집 및 활용부분) 이상금융

거래에 대한 탐지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필요에 의해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는 경우에 따라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금융회사는 이용자 매체환경 정보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한대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용자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 관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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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추가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 목적을 분명

하게 명시하여야 함

- 수집정보 동의 시 이용기간 및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수집정보에 대한 최종동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정보 

수집

-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수집된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기술요소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

보유 및 

활용

- 수집된 정보는 관련법령 또는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보관,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 금융

서비스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해야 함

-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거래이외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폐기

-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식별정보, 거래정보 등)를 구분하고 그 

이외 정보는 즉시(3개월 이내에) 파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을 사전에 정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함

-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하여야 

하나 법률상 이행의무 등의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히” 

별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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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보안성의 고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을 반영

하여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해당 탐지시스템은 금융거래와 

연계된 중요시스템으로 기존 운영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성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보안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될 필요성이 존재

 (1) 운영 측면

 o (전담팀(인원)의 배치) 해당 탐지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와 금융회사 내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통합·관리되어지는 만큼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또한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팀 또는 전담인원 운영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o (전문 상담요원 배치의 고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상금융

거래로 오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이상금융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에 정한 인증방법으로 이상금융거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전문 상담운영(콜센터 직원 등)

요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정된 운영을 

위해 유관 실무자의 배치 및 안내 교육 방법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48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기술 가이드

 o (전문 인력 양성 고려) 전담팀(인원)의 투입 인력은 신규 이상

행위 탐지 및 탐지 패턴 생성, 오탐률에 의한 탐지패턴의 

재조정 및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는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2) 보안성 측면

  가. 데이터의 통제

 o (데이터 접근통제) 부정거래 패턴(규칙) 및 이용자 정보 등 시스템 

운영은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능(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 부정거래 패턴(규칙) 및 이용자 정보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또는 패턴 생성·변경·삭제 등의 관리 기능

  ☞ 비인가 관리자 또는 역할이 서로 다른 관리자가 사전에 

정한 패턴 및 데이터의 무단 생성·변경·삭제 등의 권한 기능

  ☞ 비인가 행위를 유발하는 송·수신 데이터의 통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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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 관리자 인증세션의 제어 기능

  ☞ 관리자 별 제한(선별)적 기능 제공 등

 o (비정상 데이터 유입의 통제)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비정상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우 이에 대한 예외처리 기능(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o (이용자 데이터 보호) 해당 시스템에 저장되어지는 각종 데이터 

중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이용자 고유 식별 정보가 이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암호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 감사증적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o (감사증적 데이터의 생성) 사후추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형태의 

감사증적 데이터 생성 기능(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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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별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기록

   → 시스템(데이터 이관 포함)에서 사용된 명령어·기능이용 등 일체 정보

  ☞ 사건의 일시, 사건의 유형, 계정유형, 결과(성공, 실패), 접근IP 등

  ☞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접속 및 종료 기록

   → 접속일시, 접속성공 및 실패, 접근IP, MAC, 계정유형, 서비스 

열람·변경·삭제 등의 행위기록 일체

  ☞ 감사증적 생성 시간 등의 각종 로그기록의 시간동기화

  ☞ 기타 보안을 위반한 행위기록 일체 등

 o (감사증적 데이터의 관리) 감사증적 데이터는 최소한의 인가된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능

(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 관리자별 감사증적 데이터의 제한적인 조회 및 열람 등의 

권한 부여 기능

  ☞ 감사증적 데이터별 유형의 분리, 생성 등의 관리 기능

  ☞ 정해진 감사증적 데이터의 저장용량 고갈을 사전 예측하고 

경고하는 기능 등



제3장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시 사전 고려사항  51

 o (감사증적 데이터의 손실방지) 비인가된 행위로부터 감사증적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능의 제공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능(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

되어야 한다.

  ☞ 감사증적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 또는 

로그시스템 등과 같은 이기종 시스템과의 호환성 지원 

* 예시) 감사증적 데이터 삭제 시 2인 이상의 인가된 관리자 승인(또는 인증)을

득한 후 시행 될 수 있는 기능의 제공 등

  ☞ 감사증적 데이터 훼손 등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경고기능 등

 o (보안경보) 감사증적 내용에서 사전에 정의된(또는 정의되지 않은) 

보안위반이 분석 및 탐지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또는 운영 

관리자 등에게 해당 내역을 알리거나 상황판 등에 실시간으로 

해당 내역을 경고하는 기능(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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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증처리

 o (인증처리) 인가된 관리자의 적법한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인증처리 기능(또는 유사 내부통제)의 

지원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정한 관리자 인증 실패 시도 횟수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의 기능

  ☞ 관리자 인증 실패, 성공에 대한 감사로그의 생성 및 연동

  ☞ 관리자 인증 실패 후, 추가 인증 기능

  ☞ 관리자 권한에 따른 계층별 인증기능의 제공

  ☞ 관리자 인증정보 전송 시 암호화 기능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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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절차

(단계 1) 금융 거래의 공격자에 의한 금융 거래 시도 시 이상 

금융 거래 탐지·대응 시스템은 이용자의 금융 거래 

이용 환경, 거래 패턴, 거래 사전 행위 정보를 추출

(단계 2) 탐지 시스템은 사전에 저장되거나 정의된 금융 거래 차단

정보, 사전 행위 분석, 이용자의 거래 패턴 정보를 이용

하여 이상 금융 거래 여부를 검사

(단계 3) 이상금융거래의 징후로 판단 될 시 금융 거래에 이용

하지 않은 이용자의 추가 인증방법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 이용자의 인증을 요청

(단계 4) 추가인증 결과가 정상 금융 거래로 판단될 시 수집된 

이용 정보를 정보 저장소에 보관하고, 거래 패턴을 재설정. 

추가인증 결과가 이상 금융 거래로 탐지된다면 해당 

금융 거래를 즉시 차단하고, 해당 이용정보는 금융 거래 

차단정보에 저장

※ 이상금융거래 징후 탐지 시 추가 인증하는 경우의 사례에 해당하며, 

오탐률을 줄이기 위해 관리자 통지 후 금융회사별 대응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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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이상금융거래를 판별하기 위한 탐지 과정 및 대응 매커니즘 예시

※ TTAK.KO-12.0178‘이상금융거래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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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세부내용

도입시

사전 검토

서비스 세부

내용 조사
업무

조사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 세부 내용이 

검토되었는가?

∙ 주요 서비스 이용형태(조회, 이체 등)

∙ 거래의 복잡성, 다양성, 인증절차

∙ 이용자(또는 기업) 이용 방법

∙ 일일접속량(서버, 네트워크) 및 거래량 등

전담팀 배치 업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팀 또는 전담인원 

운영방안이 고려되었는가?

전문 상담요원 

배치
업무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안정된 운영을 위한 

전문 상담요원 배치가 고려되었는가?

전문 인력 

양성
업무

전담팀 투입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인이 고려되었는가?

운영환경 및 

업무절차

업무

기 운영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 

장애 대비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업무철차 

변경 등)가 이루어졌는가?

업무
이상징후 탐지 시 자체(금융회사) 대응절차가 

검토 되었는가?

데이터 종류 

및 속성
업무

금융회사 내부에 수집된 정보의 유형 및 

속성이 분류되었는가?

[표 7]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도입 체크리스트

[붙임 2]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도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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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데이터처리
업무

도입하는 시스템이 빅데이터 등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스템의 지원 유무 

등이 함께 검토 되었는가?

∙ 대용량 처리속도와 저장용량

∙ 장애 발생 시 대응

∙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스템의 확장성 등

내부통제 및 

외주업체 

관리

업무

시스템 구축 시 내부통제 및 외주업체 관리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 외주 개발 업무의 물리적 분리방안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방안

∙ 데이터 및 시스템 이관에 대한 관리방안

∙ 테스트 생성·이관·폐기 절차

∙ 외주용역 인력 관리방안

∙ 외주용역에 대한 기술적 통제방안 및 보안

점검 방안 등

동기, 비동기 

방식의 선택
업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적용 방식이 결정

되었는가?

∙ 동기방식 적용

∙ 비동기방식 적용

∙ 동기, 비동기의 복합 적용

이용자 

매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업무
이용자 매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관계

법률 또는 내부규정이 검토되었는가?

업무
이용자 매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적법한 

수집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업무

이용자 매체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 또는 불허한 이용자에 대한 대응

방법이 모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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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적법하게 수집된 이용자 매체정보를 안전

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강구

되었는가?

기능

고려사항

구성 검토 기능
정보 수집기능, 분석 및 탐지, 차단 기능,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을 제공하는가?

상호연동

기능

상기 4가지 기능(정보 수집기능, 분석 및 탐지, 

차단 기능,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이 상호 연동

가능한가?

기능
상기 4가지 기능이 전자금융거래시스템에 

개입되어 연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기능

이상금융거래시스템이 여러 이유로 불시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

되어 있는가?

정보 

수집 

기능

이용자 매체

환경 정보 

수집

기능 지원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인가?

기능

폰뱅킹 등과 같은 이용자 매체 환경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기능
유일성이 보장하는 수집 정보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 처리 되는가?

사고 유형 

정보 수집

기능
국내외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동향정보가 

제공되는가?

기능
동향정보가 제공된다면, 제공주기, 제공형태, 

제공방법, 활용방법은 어떠한가?

금융거래 

유형 정보 

수집

기능
금융회사 내부에 저장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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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기능

이용자 매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에 대한 

보안기능 또는 대응방안이 제공되는가? 

∙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안 기술 적용

∙ 별도 수집 프로그램 배포 시,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 적용 등

분석 및 

탐지기능

실시간 

분석기능
기능 분석 및 탐지 기능이 실시간성을 지원하는가?

정보 유형 

분석
기능

다양한 유형의 수집 정보 유형을 분석하여 

탐지패턴을 생성하고, 탐지 오차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가?

다양한 

탐지모델의 

제공

기능

오용탐지모델과 이상탐지모델 기법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대응 

기능

추가 

인증기술의 

호환

기능
다양한 인증 기술 및 장치에 대한 상호 

호환기능이 제공되는가?

차단 기능 

제공
기능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는 계좌나 계정이 

즉시 차단되는가?

추가 패턴의 

반영
기능

추가 패턴을 적용할 경우 서비스 중지 없이 

즉시 반영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통지 기능 기능

이상금융거래로 확실시 되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팀(인원), 상담 요원 및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의심패턴 

공유
기능

유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탐지패턴 및 

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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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능
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기능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가?

보안

기능

데이터 

접근통제
기능

아래와 같은 보안기능이 제공되는가?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또는 패턴 

생성·변경·삭제 등의 관리 기능 

∙ 서로 다른 관리자가 사전에 정한 패턴 및 

데이터의 무단 생성·변경·삭제 등의 권한 기능

∙ 비인가 행위를 유발하는 송·수신 데이터의 

통제 기능

 ∙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 관리자 인증세션의 제어 기능

 ∙ 관리자 별 제한적 기능 제공 

 ∙ 기타 보안 기능

비정상 

데이터 유입 

통제

기능

시스템으로 비정상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우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기능 지원이 포함

되어 있는가?

이용자 

데이터 보호
기능

이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감사증적 

데이터 생성
기능

사후추적을 위해 감사 증적 데이터 생성 

기능을 지원하는가?

∙ 관리자별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기록

∙ 사건의 일시, 유형, 계정 유형, 결과

∙ 시스템 및 서비스 등 접속 및 종료 기록

∙ 감사증적 시간 기록의 시간동기화

∙ 기타 보안을 위반한 행위의 기록

∙ 기타 행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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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증적 

데이터 관리
기능

감사증적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 관리자별 감사증적 데이터의 제한적인 

조회 및 열람 등의 권한 부여 기능

∙ 감사증적 데이터별 유형의 분리, 생성 

등의 관리 기능

∙ 정해진 감사증적 데이터의 저장용량의 

고갈을 사전 예측 및 경고 기능

∙ 기타 관리 기능

감사증적 

데이터 

손실방지

기능

감사증적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능이 

제공되는가?

∙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 또는 로그 

시스템 등과 같은 이기종 시스템과의 

호환성 지원

∙ 감사증적 데이터 훼손 등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경고기능

∙ 기타 관리 기능

보안경보 기능

감사증적 내용에서 사전에 정의된 보안규칙이 

위반되는 경우, 시스템 또는 운영 관리자 

등에게 해당 내역을 알리거나, 상황판 등에 

실시간으로 해당 내역을 알려주는 기능이 

지원하는가?

인증처리 기능
인가된 관리자의 적법한 인증 절차를 수행

하기 위해 인증처리 기능을 지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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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오용탐지모델 이상탐지모델

(유의사항) 각 탐지모델이 갖는 특징은 가능한 쉽게 설명하기 위한 

용도이며, 각각의 모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서비스 환경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두가지 모델을 혼용하여 사용

주요특징

- (사후 탐지의 개념) 알려진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주로 이용

- 사후대응의 개념으로 주로 이용

- (사전 탐지의 개념) 알려지지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

- 사전예방의 개념으로 주로 이용

장점

- 신속한 탐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합

- 차단의 정확성이 높아 오탐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알려지지 않은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적합

단점

- 알려지지 않은 사고를 예방

하는 목적에는 다소 부적

(미탐률이 높음)

- 차단의 정확성이 부정확하여 

오탐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행위(프로파일링)의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소요

분석 및 

탐지 

주요 절차

- (사고발생) → (사고패턴생성) 

→ (이상금융거래 검출)

- (이용자특징의 정의-프로

파일링) → (예측패턴생성) 

→ (이상금융거래 검출)

[표 8] 오용탐지모델 및 이상탐지모델의 비교

[붙임 3] 오용탐지모델 및 이상탐지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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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오용탐지모델 주요 절차 [그림 21] 이상탐지모델 주요 절차

대표 종류

- 패턴탐지모델

- 상태전이모델 등

- 통계모델

- 데이터 마이닝 모델 등

구분 모델 장점 단점

오용탐지

모델

패턴탐지

모델

빠른 탐지가 가능하며, 

오탐률이 낮다

알려지지 않은 패턴에 

대해 다소 탐지가 

어려움

상태전이

모델

동일한 패턴에 대해 

정밀한 탐지가 가능

거래의 발생순서가 

변경되면 이에 따라 

패턴도 함께 변경

되어야 함

이상탐지

모델

통계

모델

비교적 정확한 탐지가 

가능

통계의 평균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다소 탐지가 

어려움

데이터 

마이닝 

모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찾는데 

유용하며,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좋음

수집된 정보를 학습

하기 위해 많은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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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ITU-T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관련 표준(안) 요약1)

o (목적)‘부정사용방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정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개발·제공하는 것임

o (세부기능) 부정사용방지 시스템은 모니터링, 탐지, 차단 3가지 

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부정행위 제어를 위하여 단계

별로 요구되는 세부 기능은 [표 9]에서 정의함

[그림 22]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의 동작 단계

  ☞ 모니터링 단계 : 모드에 따른 기능(배치타임 모니터링 외 4개), 대상에 

따른 기능(데이터베이스 외 4개)

  ☞ 탐지 단계 : 트랜잭션 캡처, 이상행위 패턴 갱신 외 11개

  ☞ 차단 단계 : 추가적인 사용자 인증 및 검증 외 2개

1) ITU-T SG17 표준초안내용 요약 : The 3rd revised text for X.sap-7: Technical 
capabilities of fraud detection and response for services with high assurance 
level requirements(TD0250,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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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기능 기능

모니터링 
단계

모드에 
따른
기능

배치타임
(bach/non-real 
time)
모니터링 기능

- 저장된 로그 파일에 대한 매뉴얼 혹은 
자동화된 모니터링 모드

- 저장된 트랜잭션을 사후에 세부적으로 
검토 가능하나 즉각적인 탐지 대응은 
어려움

리얼타임(real 
time) 모니터링 
기능

- 웹서버 필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하는 모드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
하는 리얼타임 
모니터링 기능

- 어플리케이션에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
하여 웹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하는 모드

-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수정해야하는 
요구사항을 가짐

외부 어플리
케이션 기반 
리얼타임
모니터링 기능

-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든 웹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하는 모드

- 이 방식은 웹 필터와 모니터링 모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플리
케이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중채널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기능

- 다른 채널로부터의 트랜잭션데이터를 
통합하여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탐지하는 모드

대상에 
따른
기능

데이터베이스
-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데이터/콘텐츠
- 데이터 패턴 규칙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나 데이터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서비스 

- 특정 서비스의 비즈니스 룰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접근 
채널에서 의심되는 사용자 활동을 
모니터링 기능

[표 9] 부정사용방지 시스템의 단계별 세부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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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특정 사용자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들의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 네트워크 이외에 파일 시스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까지 포괄하여 모니터링
하지 못함

보안이벤트

- 다양한 보안 모니터링 장치에 의해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광범
위한 범위로부터의 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

탐지
단계

트랜잭션 캡처

- 사용자가 처음 액세스 한 이후에 각 
사용자의 행위 프로파일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트랜잭션으로부터 이상행위 
속성을 추출하여 매핑하는 기능 

이상행위 패턴 갱신

- 네트워크로부터 이상 행위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갱신하는 기능

- 이상 행위 데이터는 규칙에 벗어나는 
트랜잭션 위치정보, 블랙리스트 단말 
정보 등을 포함함

사전 정의 규칙 지원

- 이상행위 탐지 시스템이 사전에 정의한 
탐지 규칙에 기반하여 동작하는 기능

- 부가적으로 신규 규칙을 생성,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다른 조직과 
규칙을 공유 가능할 수 있음

실시간 룰 처리 기능

- 사용자/세션의 위협 스코어와 세부적인 
위협 통지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의 행위를 일정시간이상 프로파일 
하여 비정상적인 사용자 행위, 블랙/
화이트 리스트, 이상 행위 데이터, 
비정상 위치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기능

- 본 기능을 통하여 특정 위협 수준 이상의 
경우 대응 및 차단 행위로 연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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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도구 지원

- 관리도구는 알려진 이상 징후 상태, 
활동현황, 새로운 이상 징후에 대해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e메일과 
웹서비스 통지를 포함하는 통지 메커니즘 
설정을 지원

사후 트랜잭션 분석

- 사후 이상징후 분석을 위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하는 기능으로 
일정기간 동안 모든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포함

- 부정방지시스템은 각 사용자의 행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세션, 사용자, 
시간에 따라 각 트랜잭션의 사후 분석을 
위하여 분류 및 수집 저장함

포렌식 분석 기능

- 패턴에 따라 트랜잭션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추출 검색하는 기능
으로 실시간 탐지 룰을 위한 신규 
부정 패턴을 식별하는 것을 지원

사용자 행위 프로파일 
및 학습 기능 

- 행위 프로파일은 정상적인 사용자의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사용자 행위에 
대하여 위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모든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 처음 접속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상 행위 
패턴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능

지능적인 이상행위 
패턴 탐지

- 모든 부정거래가 개별적인 데이터 필드와 
네트워크 응용 로그를 통해서만 탐지될 
수 없음

- 데이터 간의 연관성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지능적인 탐지 알고리즘 및 
기능이 필요

특정 서비스의 
이상행위 패턴 탐지 
패턴

- 알려진 부정 패턴 및 서비스 의존적인 
부정 패턴에 일치하는 트랜잭션의 
패턴을 찾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는 기능

-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의심
되는 트랜잭션의 특정 순서나 상태를 
찾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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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널 위협 평가

- 부정탐지시스템은 주어진 응용, 채널 
이외에 전화, 웹, 대면 거래 등의 다중 
채널, 및 신용거래, 직불거래 등의 
다중 서비스 간에 부정행위를 탐지
하는 기능

- 부정탐지 시스템은 응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네트워크로부터의 부정행위와 
연계하여 평가하는 기능

자동 위협 분석 및 
수준 평가

- 보안 위협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설정하는 기능

차단 
단계

추가적인 사용자 인증 
및 검증

- 고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응용 혹은 
부정 징후가 탐지된 접근에서 사용자
에게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기능

- 사용자에게 사전에 정의된 정보나 인증
정보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인증을 
위해 별도의 채널 인증 등을 요청하는 기능

부정행위 통지 및 
경고

- 의심된 행위가 탐지되었을 때 자동적
으로 혹은 매뉴얼 하게 경고를 관리자
에게 통지하는 기능

- 경고는 트랜잭션의 속성 행위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 되며, e메일, 페이저 
등을 통해 전달

사용자 계정 차단
- 의심되는 행위가 탐지되었을 때 사용자 

계정에 접속 차단을 적용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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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TTA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관련 표준 요약2)

o (목적) 전자금융거래환경에서 이상금융거래를 정의하고, 이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요구사항,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o (주요내용) 이상금융거래를 정의하고, 탐지를 위한 요구사항과 

이상금융거래 탐지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술함

[그림 23]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 추가 인증하는 경우 정보 공유 절차 예시

2) TTA 표준 내용 요약 : 이상 금융 거래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Fraud Detection and Response 
Framework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System)(TTAK.KO-12.0178,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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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적용 사례)

 ▶ (장점) 비교적 간단하여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며, 분류 과정이 트리 구조에 

의한 추론규칙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설명 가능

 ▶ (단점) 특성이 개수에 따라 트리의 모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이사결정트리는 특정 학습 데이터에 민감하거나 불안정하고, 

출력이 다양할 경우 트리는 매우 복잡하여 예측 결과가 떨어짐

[붙임 6] 추가적인 이상금융거래 탐지모델 활용 알고리즘

o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 자가

조직도(SOM, Self-Organization Map), 연관규칙(Association Rule)의 4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특징*을 소개함

    * 해당 알고리즘이 최적의 탐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 

서비스의 실제 데이터와 결합하여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되어야 함

   ◈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알고리즘

    - (설명)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시간 복잡도를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트리로써, 가장 큰 조건이 트리의 뿌리를 

만들고, 세부 조건이 트리의 각 가지를 만들며, 해결 방안은 

트리의 잎(Leaf) 노드로 나타내어 분석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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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사례) 실시간 부정 IP차단 적용, 엔트로피를 이용한 IP 오염도, 

IP Address 및 Action 로그 등

(특징 및 적용 시나리오)

 ▶ (장점) 이진결정트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의 수나 차원에 

상관없이 빠른 학습 속도를 가지므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며, 단계별 노드의 수를 조절하여 멀티클래스로 쉽게 확장이 가능함

 ▶ (단점) 노이즈 데이터가 많은 경우, 과적합(Overfitting) 될 수 있으며,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적용 시나리오)

  - 결제 종류, 금액, 시간, 지역, 횟수 등 여러 가지 특징들 중 랜덤으로 특징과 

특징의 개수가 선택됨

   ◈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 알고리즘

    - (설명)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하여 의사결정나무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고, 만들어진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들의 투표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써, 각 가지를 나누는 변수를 

선택할 때 전체 변수에 대해 매번 고려하는 대신 변수의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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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와 관련된 기능들은 사기와 정상 거래로 구분하는데 있어 각각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특정 특징을 루트 노드로 선택하면 분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랜덤 포리스트는 여러 특징들을 랜덤하게 조합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자가조직도(Self-Organization Map) 알고리즘

    - (자가조직화) Self-Organization은 주어진 입력패턴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미리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설명) 고차원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여 

보는데 유용하며, 인공신경망과 같이 훈련과 매핑의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하여 분석하는 알고리즘

      훈련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과정으로 

맵핑 과정은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훈련 결과에 따라 자동적

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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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적용 시나리오)

 ▶ (장점) 전방향(Feed-forward) 인공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수행 속도가 

상당히 뛰어나 잠재적인 실시간 학습 처리가 가능하고, 연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므로 입력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적응할 

뿐만 아니라 입력 데이터의 분류와 자료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감지함

 ▶ (단점) 많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므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블랙

박스와 같은 신경망의 각 층들 간의 학습을 통해서 결과를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 값에 대한 과정 설명이나 추론이 어려움

 ▶ (적용 시나리오)

  - 개인정보 도용 후 다량의 거래를 수행하기 전 개인정보를 변경함

  - 거래 전 잘못된 로그인의 수가 증가함

  - 블랙리스트 처리된 지역에서의 거래가 발생함

  - 기존의 거래가 발생한 시간대와 다른 시간대에서 거래가 발생함

   ◈ 연관규칙(Association Rule) 알고리즘

    - (설명)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의 하나로써 하나의 항목 

집합과 다른 항목 집합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거래나 사건들의 연관성에 대한 규칙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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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적용 시나리오)

 ▶ (장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변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으며, 계산이 용이하여 결과 값이 분명함

 ▶ (단점) 품목 수의 증가에 따라 계산량이 폭증하고, 자료의 속성에 따라 

제한 사항이 존재함

 ▶ (적용 시나리오)

  - 신용카드 사기 거래 탐지를 위해 부정 거래를 결과로 설정하여 “특정 

행위나 특징이 있는 사용자는 부정 거래를 한다.”라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음

  - 결제 금액, 기간별 거래 횟수, 로그인 횟수 등 연관 규칙 생성에 적합

하지 않을 수치 데이터를 퍼지이론(Fuzzy Logic)을 이용해 정규화하고 

연관 규칙을 생성할 수 있음

  - 사기 거래 탐지 속도가 실시간 서비스 적용에 적합하며 언어 형태 

규칙을 제공하므로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기 거래 탐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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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금융거래의 탐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는 알고리즘은 

[표 10]의 주요 해외 저널을 참조하였음

참고 문헌 관련 알고리즘

Aihua Shen,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Models on Credit Card Fraud Detection”,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rvice Systems 

and Service Management, 2007.6

의사결정나무, 인공 신경망, 

로지스틱 회귀분석

E.W.T. Ngai, “The application of data mining 

techniques in financial fraud detection: A 

classification framework and an academic review 

of literature”, Decision Support Systems, 2010.8

의사결정나무, 인공 신경망,  

판별 분석

C. Whitrow, “Transaction aggregation as a 

strategy for credit card fraud detection”,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2007.7

랜덤 포리스트, 서포트

벡터머신(SVM), 로지스틱 

회귀분석, K-최근접 이웃(KNN)

Bhattacharyya, Siddhartha, “Data mining for 

credit card fraud: A comparative study”, 

Decision Support Systems, 2010.8

랜덤 포리스트, 서포트

벡터머신(SVM), 로지스틱 

회귀분석

Quah, J.T.S, “Real-time credit card fraud 

detection using computational intelligence”, 

2007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2007.12

자가조직도(SOM)

Sanchez, D, “Association rules applied to 

credit card fraud detec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2008.3

연관규칙, 퍼지 논리

[표 10] 주요 참고 문헌 및 관련 알고리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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