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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 방식의 다변화는 사용자의 

편의성 저하를 지양하고 높은 보안성을 지향한다. 최

근 스마트폰의 다양한 구조 변화[1,2] 및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화[3]는 높은 편의성을 갖는 패스워드, PIN,

패턴 인식과 같은 고전 사용자 인증기법의 보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4]와 함께, 폴더블 기기

에 대한 분석[5]과 사용자경험 평가[6]를 통한 결과

로서 강조되는 점인 높은 심미성, 그리고 또한 개선

점으로서 요구되는 기기의 모양 변화 및 폴딩 각도에 

대응하는 화면 인터페이스와 같은 부분이 언급된다.

이는 향후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비

정형 폼팩터 구조가 주도할 것을 시사하며 여기에 

따른 변화인 새로운 스마트폰 구조, 특히 디스플레이 

구조의 변화는 화면 터치 기능을 입력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 인증기법[7,8]의 인증 체

계 또는 보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스마트폰 구조에 적용한 

기존 인증기법의 보안성 검토 및 이를 고려한 인증기

법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 화면을 통한 입력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기존

의 고전 인증기법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법들이 

갖는 장점인 신속성, 입력 편의성과 같은 사용자 친

화적인 UI 설계를 보전하는 연구와 함께 사회공학 

공격에 대한 주요 취약점에 해당하는 화면 노출 문

제, 입력좌표 유추에 의한 공격, 스머지를 이용한 입

력좌표 유추 공격, 그리고 열 감지에 의한 입력좌표 

유추 공격에 대응하는 사용자 인증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PIN 및 패턴 인증의 요소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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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가변 화면에 대해 변하지 않는 사용자 

안전성을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관련 연구로

서 기존의 모바일 기반 고전인증 기법과 사회공학 공

격 및 가변 폼팩터에 대한 관련된 취약점을 고찰한

다. 3장은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 알고리즘을 기술한

다. 4장은 제안 기법을 기존의 고전 인증기법과 안전

성 및 사용성에 대해 비교 평가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PIN 및 패턴 인증기법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IN) 인증기법[9]

은 비교적 짧은 4～8자리의 숫자를 사용자 인증 암호

로 사용한다. 적용 범위는 뱅킹 서비스, 모바일 기기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식기반 사용자 인증기법

[10]이며, Fig. 1(a)과 같이 UI가 단순하여 암호 입력

이 편리하다. PIN의 숫자 입력에 문자열을 추가하여 

암호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의 암호 입력은 Fig.

1(b)과 같은 가상화 키보드를 이용한다. 이 경우 PIN

대비 암호 입력에 따른 편의성은 낮고 입력 오차 발

생률이 높아지는 대신 brute force[11], dictionary

attack[12] 공격에 대해 PIN 대비 가상화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안전성을 갖는

다. 사회공학 공격에 해당하는 shoulder surfing[13]

과 recording[14], smudge[15], 그리고 thermal[16]

공격의 경우 PIN은 암호 입력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으로 shoulder surfing 및 

recording에 취약하다. 또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인한 손가락에서 묻어나오는 유분, 잔열이 

스크린에 일정 시간 남아있어 이를 이용해 입력좌표

를 추정하는 암호 추정 공격[17]이 가능하다.

패턴 인증기법[18]은 Fig. 1(c)와 같이 화면에 표시

된 9개의 점을 끊김이 없는 다양한 조합으로 서로 

연결하는 선분 패턴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식

기반 사용자 인증기법이며 숫자나 문자 입력 대비 

간편한 입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 기법도 

Brute force, Dictionary 및 사회공학 공격에 동일 취

약점을 갖는다. 가변 폼팩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더블 구조는 화면을 접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PIN 및 패턴 인증에 대한 brute force, dictionary는 

폼팩터와 관련이 없는 공격 유형이므로 영향받지 않

는다. shoulder surfing, recording, smudge, 그리고 

thermal의 경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입력 UI의 

크기가 영향을 받으므로 가변 폼팩터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2 VR 기반 PIN

립모션 및 스마트 글러브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 

구성된 PIN UI를 조작하여 암호를 입력하는 기법

[19]으로 공격자는 암호 입력을 위한 UI 화면 및 조작

에 대한 세부정보를 얻을 수 없어 사회공격기반 암호 

추정 공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법의 경우 해

(a) (b) (c)

Fig. 1. Conventional authentication methods. (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b) secure keypad, and (c)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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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법을 이용하기 위한 추가 장비 구성이 필요하므

로 이동성 및 사용성을 강조하는 모바일 기기에 부적

합하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입력값 탈취 또는 

Brute force, Dictionary의 무작위 입력에 의한 비밀

번호 탈취에 취약하다. 가변 폼팩터의 폴더블 구조를 

고려하면, VR 기반 PIN 인증에 대한 brute force,

dictionary는 폼팩터 구조와 관련이 없는 공격 유형

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변 폼팩터의 폴더블 

구조를 고려하면, dual touch PIN 인증에 대한 brute

force, dictionary는 폼팩터와 관련이 없는 공격 유형

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shoulder surfing, re-

cording, smudge, 그리고 thermal의 경우 가상공간

에 PIN 입력 UI가 표시되므로 가변 폼팩터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2.3 Dual Touch Keypad

Dual touch 기반 기법[20]은 다음의 Fig. 2(a)와 

같이 PIN 입력 UI에 터치 입력을 짧고 길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같은 위치를 터치했을 경우 단일 

값이 아닌 두 개의 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실제 입력되는 값에 차이가 있도록 한 기법이며 

1초의 기준값을 두고 1초 미만을 짧은 터치, 1초 이상

을 긴 터치로 구분하였다. 이 기법은 비록 구분된 터

치에 의한 2개의 입력값을 선택할 수 있으나, 0-9 숫

자 범위에서는 Brute force와 Dictionary 공격에 대

해 기존의 PIN과 같이 오직 암호문의 길이에 의존적

인 확률적 보안 취약성을 갖는다. 사회공격기법 중 

smudge, thermal에 의한 암호문 추정은 기존의 PIN

대비 높은 확률적 안전성을 갖으나 recording 공격에 

대해서는 녹화 및 재생을 통한 터치 시간 간격 추정

이 가능하므로 취약하다. shoulder surfing, 그리고 

recording의 경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입력 UI의 

크기가 영향을 받으므로 입력 방식 추정 난도가 낮아

질 수 있어 가변 폼팩터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mudge, thermal의 경우 입력 위치 추정 난

도만 낮아질 수 있으며 입력시간 추정은 불가능하다.

2.5 Indirect PIN 

Anchor key와 original key의 두 가지 암호가 필요

한 지식기반 사용자 인증기법이며, Fig. 2(b)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anchor key에서 origi-

nal key 각 자리의 측정된 상대 거리를 암호로 사용

하는 간접 키 기반 PIN 입력 기법[21]이다. 이 기법은 

anchor key가 유출되지 않는다면 상대 거리에 의한 

original key 유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법도 

역시 0-9 숫자 범위에서는 Brute force와 Dictionary

공격에 대해 기존의 PIN과 유사하게 오직 암호문의 

길이에 의존적인 확률적 보안 취약성을 갖는다. 사회

공격기법 중 smudge, thermal에 의한 암호문 추정은 

기존의 PIN 대비 높은 확률적 안전성을 갖으나 re-

cording 공격이 누적되면 입력 위치 패턴 분석을 통

한 anchor key 추정이 가능하다.

(a) (b) (c)

Fig. 2. UI of conventional authentication methods. (a) Dual touch, (b) indirect keypad, and (c) behavior recognition-based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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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행동 인식 기반 PIN

PIN 암호 입력 및 암호 입력을 위해 각 자리의 

숫자를 터치할 때, 각 터치 이벤트 발생 사이의 시간 

데이터와 터치한 위치의 좌표데이터를 식별자로 사

용하는 지식기반 사용자 인증기법[22]으로 Fig. 2(c)

와 같이 UI는 일반적인 PIN과 유사하나 초기 사용자 

등록 단계에서 패턴판별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 

기법은 사용자 인증에 추가 식별자를 사용하므로 

Brute force와 Dictionary 공격에 대해 안전하다. 사

회공격기법 중 smudge, thermal에 의한 암호문 추정

이 어렵다. 그러나 recording 공격이 누적되면 입력 

위치 및 입력시간 패턴 분석을 통한 모방이 가능하다.

3. 간접 패턴 기반 보안 키패드

제안 키패드의 사용자는 PIN의 숫자를 암호로 기

억하며, 키패드의 입력은 암호 숫자 입력 대신 해당 

암호를 알고 있다는 증명인 암호 숫자 각 자리에 해

당하는 간접 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

서 제안하는 기법은 지식기반 사용자 인증기법인 

PIN에 기반한 보안 키패드이며, PIN 입력에 숫자 키 

입력 대신 패턴 정보를 입력하는 간접 패턴 입력 기

반 키패드이다. 제안 기법은 기존의 PIN 키패드 배치

가 아닌 Fig. 3(a)와 같이 임의로 키 배치가 할당되는 

PIN 입력 UI를 갖는다. 제안 기법은 암호 입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Fig. 3(b)의 사각형의 입력부 내에서 상하좌우의 4방

향과 대각을 포함한 총 8방향의 방향 패턴을 그려서 

입력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해당 방향과 같

은 방향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 버튼들을 터치

하여 입력하는 방법이다.

3.1 암호 등록 단계

암호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암

호를 직접 입력한다. 암호의 각 자리는 PIN 기법과 

같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3.2 사용자 인증 단계

제안 기법의 인증 절차는 다음의 Fig. 4와 같이 

직접 인증과 간접 인증으로 구분되어 처리하는 순서

로 구분되어 동작한다. 직접 인증을 사용할 경우 사

용자는 일반적인 PIN 기법처럼 자신의 암호를 직접 

터치하여 입력할 수 있다.

간접 인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

를 각 자리에 맞는 구분된 패턴을 터치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구분된 입력 의사 코드는 다음의 

Fig. 5와 같다.

Fig. 5에서 간접 사용자 인증은 다시 격자점에 해

당하는 버튼을 연결하는 패턴을 그려서 입력하는 방

법과 버튼들을 직접 터치하여 입력하는 두 가지로 

(a) (b)

Fig. 3. Comparison of UI displayed on the screen of the 

proposed scheme. (a) Normal and (b) randomized 

key positions. Fig. 4. Authentication process of proposed 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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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 사용자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

하여 암호를 입력한다. 이 두 입력 방식의 공통점은 

암호를 간접적으로 입력하기 위해 시작지점을 설정

하는 단계가 있다는 점과 설정된 시작지점에 대한 

암호 각 자리의 방향 정보를 입력값으로 받는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간접 암호를 입력할 때 기존의 9개

의 격자점을 연결하는 패턴 인증기법과 유사하게 

Fig. 3(b)에 표시된 입력부 안의 12개의 격자점을 이

용해 패턴을 그려서 입력하는 방법과 해당 패턴을 

도시하는 격자점에 해당하는 버튼들을 터치하여 입

력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먼저, 간접 입력에서 패턴을 그려서 입력하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시작지점은 암호 중 한자리를 사

용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리는 시작

지점에 대한 해당 암호값 위치의 최단 방향 패턴을 

그려서 입력한다. 만약 암호 첫 자리를 시작지점으로 

설정한다면 Fig. 3(b)에 표시된 입력부에 표시된 버

튼 외 지점을 터치하여 첫 자리를 시작지점으로 등록

한다. 이후의 비밀번호는 시작지점에서 현재 입력하

고자 하는 암호 값까지의 최단 방향 정보를 그려서 

순차 입력하며 이때 키 배열은 암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매번 무작위 정렬되어 재배치된다. 각 암호 값

에 대한 방향 정보 입력을 마치면 리턴 버튼을 터치

하여 입력을 종료한다. 입력된 시작지점 값 및 이에 

대응하는 각 자리 암호의 방향 정보 값은 원본과 대

조 후 인증된다. 이때 원본은 원시 암호 값과 시작지

점정보 및 이에 대응하는 각 자리의 방향 정보 값,

무작위 키 배열 값이다.

간접 입력에서 버튼들을 직접 터치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방법도 역시 시작지점은 암

호 중 한자리를 사용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나

머지 자리는 시작지점에 대한 방향 패턴을 버튼을 

터치하여 입력한다. 만약 암호 첫 자리를 시작지점으

로 설정한다면 Fig. 3(b)에 표시된 입력부에 표시된 

버튼 외 지점을 터치하여 첫 자리를 시작지점으로 

등록한다. 이후의 비밀번호는 시작지점에서 현재 입

력하고자 하는 암호 값까지의 방향 정보를 나타내는 

버튼의 집합을 터치하여 순차 입력하며 이때 키 배열

은 암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매번 무작위 정렬되어 

재배치된다. 각 암호 값에 대한 방향 정보 입력을 마

치면 리턴 버튼을 터치하여 입력을 종료한다. 입력된 

시작지점 값 및 이에 대응하는 각 자리 암호의 방향 

정보 값은 원본과 대조 후 인증된다. 이때 원본은 원

시 암호 값과 시작지점정보 및 이에 대응하는 각 자

리의 방향 정보 값, 무작위 키 배열 값이다.

예를 들어, 주어진 암호 ‘1234’에 대해 패턴을 그려

서 간접 인증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Fig. 6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 ‘1234’에서 시작지점으로 사

용될 값을 임의로 결정한다. 여기서는 ‘1’을 시작지점

으로 정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Fig. 6(a)의 

화면을 터치하여 ‘1’이 시작지점이라는 표시를 한다.

이후 Fig. 6(b)와 같이 재배열된 키패드 화면에서 암

호 값 ‘2’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자는 시작지점에 해당

하는 ‘1’에서 다음 암호 값인 ‘2’의 위치가 어느 방향

에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 결과 ‘2’의 위치는 기준점

Input: Password or Indirect set of patterns
Output:
Get authenticated user password
when indirect pattern verification process completed.

Initialize: /keypad generating
generate( numeric keypad )
generate( randomize the position of numeric buttons )

Main Processing: /user authentication
/ if direct user authentication
while (!=touch the return button)
Detect the position of the touched button
save the input value for password comparison
regenerate numeric keypad array
reassignment( randomize numeric button array )
end
check & compare the number of digits to the original one.

/ if indirect user authentication
while (!=touch the return button)
if tap the screen
Current digit is set as starting position

elseif
Detect the pattern direction
save the input value for pattern comparison

elseif
Detect the position of the set of touched buttons
save the input values for pattern comparison

else
Display wrong input message
continue.

end
regenerate numeric keypad array
reassignment( randomize numeric button array )
end
check & compare the number of patterns or digits to the
original one.

Fig. 5. Pseudo code of proposed keypad generation and 

user authentic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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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좌측 상단방향에 있으므로 해당 방향 패턴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각방향의 선을 긋는다. 이때 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는 Fig. 6(c)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같은 대각방향 패턴을 표시할 수 있는 ‘7->5’를 

잇는 선분과 ‘리턴버튼->8->4’를 잇는 선분, ‘1->6

->2’를 잇는 선분, 그리고 ‘9->0’를 잇는 선분 패턴 

(a) (b) (c) (d)

(e) (f) (g) (h)

(i) (j) (k) (l)

Fig. 6. Indirect pattern input when the starting position is ‘1’. (a) Tap the screen for ‘1’, (b) check direction from starting 

position to next password ‘2’, (c) draw line in correct direction for ‘2’, (d) check and choose the first way 
from ‘1’ to next password ‘3’, (e) second way from ‘1’ to next password ‘3’, (f) draw first line for ‘3’ according 
to (d), (g) draw second line for ‘3’ according to (d), (h) check and choose the first way from ‘1’ to next ‘4’, 
(i) second way from ‘1’ to next ‘4’, (j) draw first line for ‘4’ according to (h), (k) draw second line for ‘4’ 
according to (h), and (l) touch the return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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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을 그어 입력할 수 있고 해당 

선분을 입력하면 다시 키패드 숫자의 위치는 Fig.

6(d)와 같이 임의 정렬된다.

암호 값 ‘3’ 입력은 Fig. 6(d)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작지점인 ‘1’에서 중앙 하단의 ‘3’ 까지 ‘1->8->3’

직선과 사선 방향의 두 방향 패턴의 조합 또는 Fig.

6(e)과 같이 ‘1->5->3’을 지나는 두 방향 패턴의 조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두가지 중 택

일하여 패턴을 입력할 수 있다. 여기서는 Fig. 6(d)로 

진행한다. Fig. 6(d)의 ‘1->8’ 방향 패턴과 ‘8->3’ 방

향 패턴 두 선분 입력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며 ‘1->8’

방향 패턴은 Fig. 6(f)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5->

3’, ‘9->6->리턴버튼’, ‘1->8->0’, ‘7->4’ 중에서 선

택하여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후, ‘8->3’ 방향 패턴 

입력은 Fig. 6(g)과 같이 ‘2->1->6->백스페이스버

튼’, ‘4->7->0->8’, ‘9->3->5->리턴버튼’ 중에서 

선택하여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때, 처음 패턴을 입력

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키패드 배열이 무작위로 재정

렬되지만 재정렬되는 배열은 무시하고 이전 화면 상

태에서 방향을 기준으로 두 번째 선을 긋는다. 또는 

Fig. 6(e)과 같이 직선 방향 패턴을 먼저 입력한 후 

대각선 방향 패턴 입력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암호 값 ‘4’ 입력은 Fig. 6(h)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작지점인 ‘1’의 위치에서 ‘4’의 위치까지 최단 경로

인 ‘1->2->4’ 또는 Fig. 6(i)와 같은 ‘1->3->4’의 경

로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두가지 경로 중 선택하여 

패턴을 입력할 수 있다. 여기서는 Fig. 6(h)로 진행한

다. 먼저, Fig. 6(j)와 같이 대각선 패턴 ‘3->4’, ‘1->

2->0’, ‘백스페이스버튼->8->7’, ‘9->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을 그은 후, Fig. 6(k)과 같이 ‘백스페이스

버튼->7->5->8’, ‘4->0->3->1’, ‘리턴버튼->2->6

->9’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을 긋는다. 또는 Fig. 6(i)

과 같이 직선 방향을 먼저 입력한 후 대각선 패턴 

입력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1234’의 모든 패

턴 정보 입력이 끝나면 Fig. 6(l)과 같이 리턴 버튼을 

터치하여 입력을 종료하며 입력된 패턴은 인증 센터

에서 보유한 원시 암호 값과 시작지점정보 및 이에 

대응하는 각 자리의 방향 정보 값, 무작위 키 배열 

값과 함께 역산되어 동일 패턴 여부를 확인 후 인증 

절차가 종료된다.

암호 값 ‘1234’에 대해 버튼들을 직접 터치하여 간

접 인증을 사용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

다. Fig. 6과 같이 시작지점 ‘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용자는 ‘1’이 시작지점이라는 표시로 Fig. 6(a)의 

화면을 터치하여 ‘1’이 시작지점이라는 표시를 한다.

암호 값 ‘2’를 입력하기 위해 Fig. 6(c)의 화면과 같이 

사용자는 시작지점에 해당하는 우측 하단 ‘1’의 위치

에서 좌측 상단 ‘2’가 있는 방향 즉, 화살표 방향으로 

패턴 인증기법의 격자점 사이를 잇는 선분이 통과하

는 버튼들을 터치한다. 이때 터치할 수 있는 버튼들

은 ‘7, 5’, ‘리턴버튼, 8 , 4’, ‘1, 6, 2’, 그리고 ‘9, 0’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버튼들을 터치하여 입력

할 수 있다. 이때, 처음 버튼을 터치하면 두 번째 버튼

을 입력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키패드 배열이 무작위

로 재정렬되지만 재정렬되는 배열은 무시하고 이전 

화면 상태에서의 방향을 기준으로 버튼을 터치한다.

이후 ‘3’ 및 ‘4’도 같은 방식으로 버튼들을 터치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모든 패턴 정보 입력이 끝나면 리

턴 버튼을 터치하여 입력을 종료하며 입력된 패턴은 

인증 센터에서 보유한 원시 암호 값과 시작지점정보 

및 이에 대응하는 각 자리의 방향 정보 버튼값, 무작

위 키 배열 값과 함께 역산되어 동일 패턴 여부를 

확인 후 인증 절차가 종료된다.

다음의 Fig. 7은 앞의 예와 같이 동일한 ‘1234’ 비밀

번호를 사용할 때 시작지점 값을 3으로 정했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암호 ‘1234’에 대해 시작지점으로 사용

될 값을 사용자가 ‘3’으로 정한다면, 사용자는 Fig.

7(a)과 같이 시작지점인 ‘3’의 위치에 대한 ‘1’의 최단 

방향정보를 (b)와 같이 ‘2->0->7’, ‘6->9->4’, ‘3->

1->8’, ‘리턴버튼->5->백스페이스버튼’ 들 중 선택

하여 패턴을 그릴 수 있고, 이후 Fig. 7(d)와 같이 ‘3’

의 위치에 대한 ‘2’의 방향 정보 값을 입력한다. ‘3’은 

Fig. 7(e)와 같이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3’이 시작지

점임을 표시하며 Fig. 7(f)에 나타난 ‘4’의 ‘3’에 대한 

방향 정보를 Fig. 7(g)처럼 하나를 선택해 패턴을 그

려 ‘4’ 입력 후 리턴 버튼을 터치하여 패턴 입력을 

마친다.

4. 성능 평가

이 장에서 우리는 제안 기법의 안전성 및 사용성

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에는 삼성의 galaxy

fold와 Z fold 2 5G 기기를 사용하였고 측정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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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사양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측정에서 발

생하는 입력 오류 발생률 배제를 위해 모든 기법은 

같은 규격의 입력 버튼을 적용하였고 안전성 실험에

는 shoulder surfing, recording, smudge, thermal에 

대한 안전성을, 사용성 실험에는 기기를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각각에 대해 숫자 입력 기준 주로 사용되

는 ‘1234’, ‘1111’, ‘1212’, ‘0000’를 입력할 때 걸리는 

평균 암호 입력 소요시간을 측정 비교하였다.

4.1 안전성

다음의 Table 2는 PIN 및 Dual Touch, Indirect

PIN, 행동 인식 기반 PIN, 그리고 제안 기법의 0부터 

9 사이의 숫자를 비밀번호 입력값으로 한정했을 때 

brute force 및 사회공학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경우

(a) (b) (c) (d)

(e) (f) (g) (h)

Fig. 7. Indirect pattern input when the starting point is ‘3’. (a) check direction from starting position ‘3’ to next password 
‘1’, (b) draw a line for ‘1’ according to (a), (c) check direction from starting position ‘3’ to next password 
‘2’, (d) draw a line for ‘2’ according to (c), (e) tap the screen for starting position ‘3’, (f) check direction 
from starting position ‘3’ to next password ‘4’, (g) draw a line for ‘4’ according to (f), and (h) touch the return 
button.

Table 1. Device specifications.

Specification
Galaxy Fold Galaxy Z Fold 2 5G

Folded Unfolded Folded Unfolded

Resolution (ppi)
Screen size (inches)
Key size (cm)
Screen brightness

399
4.6
0.8×0.8
50%

362
7.3
1.2×1.2
50%

386
6.2
1.1×1.1
50%

373
7.6
1.3×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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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비교를 통해 나타낸 비교표이다.

Brute force는 기기의 폼팩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격 유형으로 가능한 모든 숫자의 조합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4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경우의 수는 104 = 10,000이며, 이 공격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공격 성공률을 갖는 기법은 

키 입력 사이의 시간 및 입력위치도 입력값으로 포함

하는 기법인 행동 인식 기반 PIN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된 시간 측정값과 입력 위치의 다양성에 

의존적인 결과로 공격자가 입력패턴을 관찰 및 재현

하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Indirect PIN의 경우 an-

chor key와 original key 각 자리의 거리를 암호로 

사용하며 최대 각각의 자리마다 최대 2회의 키 입력

이 필요하다. 이는 적어도 10n의 경우의 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대 102n 경우의 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로 높은 안전성을 보인다. Dual touch의 경우 

하나의 키에 두 개의 입력값이 존재하므로 기존 PIN

의 0-9 입력범위가 두 배 확장된 것으로 202n의 경우

의 수를 갖고 있어 PIN에 비해 높은 안전성을 갖는다.

제안 기법은 패턴을 그려서 입력하는 경우 Indirect

PIN과 같이 각 자리당 최대 2회의 패턴 입력이 필요

하므로 시작 위치에 대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면 패턴

의 길이에 따라 8가지 방향 입력에 대해 82(n-1)의 경우

의 수를 갖는다. 버튼들을 직접 터치하여 간접 인증

을 진행할 경우 각 자리당 최대 4회의 버튼 입력이 

필요하다. 시작 위치에 대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면 

패턴의 길이에 따라 84(n-1)으로 Indirect PIN과 유사

하거나 높은 보안 강도를 갖는다.

Shoulder surfing 및 Recording 공격에 대한 이론

적인 가장 낮은 공격 성공률을 갖는 기법은 행동 인식

기반 PIN 기법이며 관측된 시간 측정값과 입력 위치

의 다양성 재현이 어려워 외부 공격자에 의한 재현이 

어렵다. 그러나 원 연구에 의하면 200회의 시도에서 

10회의 성공률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폴더블 기기를 

펼친 상태에서 recording 공격에 영상의 해상도를 높

인 집중 관찰 및 반복 재생의 조건을 포함하면 공격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제안 기법과 Indirect PIN

은 폴더블 기기를 고려한 기법으로 비록 폴더블 기기

를 펼쳐서 화면이 넓어지더라도 화면에 표시된 정보

는 암호에 대한 직접 유추가 불가능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shoulder surfing 및 recording 공격으로 유출

된 정보로는 암호 유추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암호 

각 자리당 2개의 숫자 또는 패턴 입력을 고려할 경우 

shoulder surfing 및 recording에 대해 높은 보안 안

전성을 갖는다. Dual touch의 경우 관찰에 의한 추정 

공격을 통해 암호 각 자리를 2배수로 추정 가능하므

로 폴더블 기기를 접어서 화면의 크기를 작게 하여 

사용할 때에도 확률적 안전성이 낮으며 폴더블 기기

를 펼쳐서 화면 면적이 넓어진다면 더욱 높은 확률로 

추정 공격이 가능하므로 그 안전성은 더욱 낮아진다.

Smudge 및 Thermal 공격에 대한 이론적인 가장 

낮은 공격 성공률을 갖는 기법 또한 행동 인식 기반 

PIN 기법이며 관측된 시간 측정값과 입력 위치의 다

양성 재현이 어려워 외부 공격자에 의한 재현이 어렵

다. 제안 기법과 Indirect PIN은 모두 폴더블 기기를 

고려한 기법으로 임의 자리에 키가 재배치된다. 따라

서 관찰을 통해 암호를 추정할 수 없어 높은 보안 

안전성을 갖는다. Dual touch 역시 임의 자리에 키가 

재배치되므로 관찰을 통해 암호를 추정할 수 없어 

높은 보안 안전성을 갖는다.

4.2 입력 편의성

다음의 Table 3는 PIN 및 Dual Touch, Indirect

PIN, 행동 인식 기반 PIN, 그리고 제안 기법의 4자리 

숫자를 비밀번호 입력값으로 정했을 때 입력패턴의 

복잡도를 비교한 비교표이며 Table 4는 각 기법의 

입력방법 학습 과정의 복잡도를 비교한 비교표이다.

4자리의 숫자 입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PIN은 4회

Table 2. Security comparison.

Methods
Types of attacks

PIN Dual Touch Indirect PIN Behavior based PIN Proposed

Brute force
Shoulder surfing
Recording
Smudge
Thermal

10n

1
1
2
1

20n

2n

n～2n

20n

20n

10n～102n

〃

〃

〃

〃

10n+time+location

〃

〃

〃

〃

8(n-1)～84(n-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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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 버튼 입력으로 입력이 종료되며, Dual Touch

또한 4회의 직접 버튼 입력으로 입력이 종료되나 버

튼 입력시간은 구분되므로 PIN 대비 입력시간이 길

다. Indirect PIN의 경우 최소 4회에서 최대 8회의 

간접 버튼 입력이 필요하며 각 자리의 간접 버튼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방향에 따른 거리를 숫자로 

변환)이 있어 PIN 대비 입력시간은 길다. Behavior

based PIN의 경우 4회의 직접 버튼 입력으로 입력이 

종료되며 PIN 입력과 같게 각 터치 이벤트 발생 사이

의 시간 데이터와 터치한 위치의 좌표데이터를 사용

한다면 입력에 필요한 시간도 PIN과 같다. 제안 기법

은 최소 4회에서 최대 8회 방향 정보 입력을 사용하

며 각 자리의 방향 정보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PIN 대비 입력시간은 길다. 정리하면 실제

로 사용할 때 PIN 및 Behavior based PIN이 입력 

복잡도 면에서 가장 단순하며, Dual Touch, Indirect

PIN 그리고 제안 기법이 복잡도가 더 높으나 입력 

방식에 따라 개인차가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PIN의 경우 인간의 인지학습을 전제로 하며 직관

적인 버튼 배치와 입력방법으로 학습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사용하는 기기를 변경할 때에

도 동일 패스워드 및 입력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Dual Touch의 경우 인간의 인지학습을 전제로 하며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입력방법(길게 입력 및 짧게 

입력)으로 학습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사

용하는 기기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 패스워드 및 입력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Indirect PIN의 경우 인간의 

인지학습을 전제로 하며 버튼 배치는 직관적이다. 그

러나 이를 바탕으로 패스워드 각 자리의 해당 버튼 

사이 거리 계산이 필요하므로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 

및 학습(거리값을 숫자로 환산하여 입력하는 방법)

이 필요하며 PIN과 Dual Touch에 비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용법 학습 이후 사용하는 기기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 패스워드 및 입력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Behavior based PIN의 경우 패스워드 입력에는 

사용자의 인지학습이 필요하나 입력된 패스워드에 

대한 인지는 기계학습(각 자리의 숫자를 터치할 때,

각 터치 이벤트 발생 사이의 시간 데이터와 터치한 

위치의 좌표데이터를 식별자로 사용하므로 식별향

상을 위해 누적 학습 필요)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

서 패스워드 인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수의 

학습량이 필요하며 제안 기법 및 비교군 대비 가장 

오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하는 기기를 

변경할 때에도 학습데이터가 변경된 기기에 적용되

기 어려워 재학습이 필요하다. 제안 기법의 경우 인

간의 인지학습을 전제로 하며 버튼 배치는 직관적이

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패스워드 각 자리의 해당 

버튼 사이 방향 입력이 필요하므로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 및 학습(두 숫자 사이의 방향 정보 입력방법 

학습)이 필요하며 PIN과 Dual Touch에 비해 긴 시간

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 기법은 사용하는 기기를 변

경할 때에도 동일 패스워드 및 입력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5는 네 자리 숫자 암호 입력을 기준

으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1234’, ‘1111’, ‘1212’,

‘0000’를 입력할 때 소요되는 평균 암호 입력 소요시

Table 3. Comparison of pattern complexity.

Methods
Input

PIN Dual Touch Indirect PIN Behavior based PIN Proposed

Input type
button
touch

button
touch

button
touch

button
touch

direction information
pattern swipe

Number of Inputs 4 4 4-8 4 4-8

Table 4. Comparison of learning process complexity.

Methods
Input

PIN Dual Touch Indirect PIN Behavior based PIN Proposed

Learning method
Cognitive
Learning

Cognitive
Learning

Cognitive
Learning

Machine learning
(Pattern recognition)

Cognitive
Learning

Relearning unnecessary unnecessary un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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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측정한 비교표이며 5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

으로 모든 비밀번호에 대해 기기별, 그리고 기법별로 

각 10회의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비밀번호 입력시간 측정은 앞에 언급된 

네 가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할 때 최초 키 입력과 

마지막 키 입력 사이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였으며 패

스워드 입력 후 인증에 성공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험

을 진행하였다. 비교표의 ‘1F, 1U’는 Galaxy Fold 기

기의 Folded 상태와 Unfolded 상태를, ‘2F, 2U’는 

Galaxy Z Fold 2 5G 기기의 Folded 상태와 Unfolded

상태를 각각 표현한 것이다.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은 galaxy fold(1F, 1U)에서 

PIN 기법 대비 folded 상태에서 평균 3.82초, un-

folded 상태에서 평균 3.37초 느렸으며, Dual touch

기법 대비 folded 상태에서 평균 2.58초, unfolded 상

태에서 평균 2.5초 느렸고, Indirect PIN 기법 대비 

folded 상태에서 평균 2.67초, unfolded 상태에서 평

균 3.01초 빨랐다. 행동 인식 기반 PIN 기법의 경우 

평균 입력시간이 PIN 기법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입력시간이 빨랐으나, 해당 기법의 원활한 동

작을 위해 folded와 unfolded 상태에 따른 개별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해야 하므로 사용

자 암호를 적용하고 학습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비되었다. 또한, Z fold 2 5G(2F, 2U)에서 PIN 기법 

대비 folded 상태에서 평균 3.06초, unfolded 상태에

서 평균 3.2초 느렸으며, Dual touch 기법 대비 folded

상태에서 평균 1.8초, unfolded 상태에서 평균 3.2초 

느렸고, Indirect PIN 기법 대비 folded 상태에서 평

균 3.97초, unfolded 상태에서 평균 2.98초 빨랐다. 행

동 인식 기반 PIN 기법의 경우 galaxy fold(1F, 1U)와 

같이 평균 입력시간이 PIN 기법보다 입력시간이 빨

랐으나, 해당 기법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 folded와 

unfolded 상태별 개별 학습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

비되었으며, 기기를 바꿀 때마다 동일 PIN에 대해 

매번 새로운 값으로 변경 학습 적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기기의 화면 크기와 입

력 편의성 사이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법의 

종류를 막론하고 기기의 화면이 작을 때 보다 클 때 

대부분 암호 입력에 소비되는 시간이 적게 발생했음

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존 인증 방식의 보안성을 

높이며 최근의 폼팩터가 고려된 PIN과 패턴 인증의 

일부 요소를 활용한 인증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PIN 방식의 입력과 간접 패턴 입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PIN 입력을,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PIN 정보에 대한 간접 패턴을 입

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성능 평가 결

과에 의하면 제안 기법은 가변 화면을 장착한 폴더블 

기기에 영향력이 큰 공격인 Shoulder surfing, Re-

cording에 대해 기존 기법 대비 관찰을 통한 비밀정

보 획득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대화면 및 화면 부분 

재질에 영향을 받는 공격인 Smudge, Thermal에 대

해서도 무작위 배치를 이용한 암호 추정 회피가 가능

하다. 입력 편의성 측정에서 제안 기법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Behavior based PIN에 비하면 낮은 

편의성을 갖고 있으나 유사한 간접 입력 방식을 사용

하는 Indirect PIN 기법 대비 입력속도가 평균 4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Behavior based PIN의 큰 

약점인 학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과 다른 기기

에 적용할 때마다 반복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안상 취약한 PIN 기법과 Dual Touch 기

법 대비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처럼 제안 기법은 

폴더블 기기를 고려한 사회공학 공격 대응 연구로써 

적절한 편의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로써 

Table 5. Comparison of spent time for password input.

Methods
password

PIN Dual Touch Indirect PIN Behavior based PIN Proposed

1F 1U 2F 2U 1F 1U 2F 2U 1F 1U 2F 2U 1F 1U 2F 2U 1F 1U 2F 2U

‘1234’
‘1111’
‘1212’
‘0000’

1.21
1.15
1.00
1.14

1.13
0.93
0.94
0.80

1.27
0.94
0.87
1.07

1.06
0.87
0.60
0.73

2.45
2.32
2.06
2.32

2.00
2.33
2.19
1.93

2.53
1.73
1.86
2.19

2.25
1.53
1.46
1.73

7.70
9.41
8.18
7.77

7.51
8.42
8.15
7.63

8.30
7.04
8.30
9.83

7.24
9.52
7.40
7.06

1.07
0.81
0.67
0.73

0.82
0.79
0.66
0.61

1.00
0.87
0.80
0.67

0.87
0.86
0.74
0.73

5.03
4.64
4.52
5.36

4.50
4.05
4.96
3.94

4.33
5.46
6.45
4.39

4.26
4.92
5.02
4.25

Average 1.00 1.00 2.00 2.00 1.00 1.00 2.00 2.00 1.00 1.00 2.00 2.00 1.00 1.00 2.00 2.00 1.00 1.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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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크린 규격별로 정리된 가변 폼팩터별 보안 

안전성 분석과 함께 사용 편의성 향상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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