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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약 6년 동안 저자가 강의한 과목을 수강한 224명 수강생들이 사용한 4

자리 숫자 비밀번호 자료들을 수강 학생 개인별로 수집하여 재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6년 동안 총 224명의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1313개의 번호들이 관측되었고, 일인당 적게는 3~4개, 많게는 12~13개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은 
5.86개 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87%, 즉 195명이 재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하나의 번호로 재사용한 경우는 
64%, 두 개의 번호로 재사용한 경우는 20%, 약 3%정도는 3~4개의 번호를 이용하여 각각 재사용 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313개 중 64.3%에 해당하는 844개의 번호들이 재사용되고 있었으며, 완전일치는 아니지만 자리위치나 숫자
크기를 일부만 수정, 변경시킨 번호들을 부분 일치라 정의하였고 부분일치에 사용되는 번호 비율 10.4%가 더해지면 
약 75%의 번호들이 넓은 의미에서 재사용되어지고 있었다. 남학생들의 재사용 비율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날로 진화하는 패스워드 해킹에 대비하는 보안정책을 입안할 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완전일치, 부분 일치, 남학생 재사용 비율, 여학생 재사용 비율, 조사대상자 재사용 비율, 번호 재사용 비율

Abstract  This research aim is to investigate the rate and pattern of re-using the four-digi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PINs). 1313 types of PINs were observed by 224 students who took this author’s classes 
from last 2006 to 2011 at A-university. Some students used PINs as few as 3-4 and as many as 12-13. The 
average is 5.86 per person. The rates of re-using PINs were calculated by each student.  87%(195/224) of 
students reused PINs and 64% of them reused with just only one type of PINs, 20% reused with 2 types, and 
about 3% reused with 3-4 types. With respect to PINs, 884 out of the total 1313 PINs were reused, that is 
around 64.3%. In a broad sense, a pair of slight modification of PINs were also observed,  that is, new PINs 
were partly matched in position or size of numbers of previous PINs. And if the reuse rate falling under the 
slight modification of PINs, 10.4% is added, about 75% of the PINs were reused in a broad sense. The 
re-using rate of male students is higher than the one of female students. This paper's results may provide to 
make plan for hacks of passwords. 

Key Words : perfectly matched PINs, partly matched PINs, the re-using rate of male students, the re-using 
rate of female students, the re-using rate of person, the re-using rate of P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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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사용의 증가나 새로운 모바일 기기들이 출

하면서 비 번호를 사용해 자기만의 정보나, 공간을 보

호해야하는 일은 이젠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인

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리해야할 비 번호들이 많아

지게 되며, 따라서 같은 번호의 비 번호를 여러 곳에 

복 사용하는 경향도 커질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비 번

호를 2번 이상 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 번호 복사

용 혹은  재사용(이하 재사용)이라 정의한다. 이런 재사

용으로 말미암아 비 번호의 노출 혹은 도용 험은  자

연히 더 높아지게 될 것이며[1], 나아가 개인이나 조직에

게 엄청난 피해와 정보의 손을 야기할 수 있다[2]. 

이에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비 번호 재사용

에 한 실태조사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 Shay. R.[3]등의 연구에 의하면 470명의 응답자 가운

데 무려 80%가 넘는 381명이 같은 패스워드를 여러 사이

트에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하나의 패스워드를 약간씩 변경하여 여러 곳에 사용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 다. [4]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상자  7.1%만이 하나의 패스워드로 한 

가지 사용 목 에 사용하 고 한 하나의 패스워드가 

평균 으로 1.84개의 사용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

표되었다. [5]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평균 7~8개의 패스워

드를 사용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 고, 민감도 

정도와 패스워드 재사용 간의 연구를 실시하 는데 은행

계좌 업무와 같은 민감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되는 비

번호는 다른 곳에 재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2.25배 더 있

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재사용에 한 연구 사례들[6]도 많으나 

부분 외국의 연구사례들이며 이 한 패스워드에 한 

재사용 연구들이 주 으며 네 자리 숫자 비 번호

(four-digi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이하 PINs)

의 재사용에 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PINs 

사용 형태에 한 연구들로는 미국의 로그램 개발자인 

다니엘 아미테이가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20만 4508 의 아이폰을 조사해 많이 사용되는 PINs 순

와 각 자리별로 많이 사용된 숫자들의 순 를 발표하

면서[8] 사용 시의 부주의나 태만함에 하여 주의와 경

고를 주고 있었다. [7]에서는 학 재학생들의 네 자리 숫

자 PINs 사용에 한 설문 자료를 토 로 개인신상 정보

와 련된 화번호 등을 PINs에 사용하고 있는 비 이 

거의 50%에 다다르고, 외우기 쉽거나 쉽게 입력이 가능

하다는 이유로 PINs를 사용하는 비 도 1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아미테이 조사처럼 사용 

시의 부주의나 태만함에 경고메시지를 주었다.   

본 논문에 표집된 PINs들에 한 소개로써, 2005년 2

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단 2010년은 제외됨)약 6년 

동안 본 자의 수강생들에게 시험 수 확인을 해 답

안지 제출 시에 각자만 아는 네 자리숫자 PINs들을 답안

지에 기재하게 하여 이름이나 학번 신 PINs로 시험

수를 공개하여왔다. 본고에서는 약 6년 동안 이 게 작성

된 PINs들을 개인별로 수집하여 PINs 재사용 실태 분석

을 실시하게 되었다. 총 224명의 1313개의 PINs가 조사

상이 되었으며 한 학생 당 게는 3개의 PINs(1~2학기 

정도 수강한 학생)를 많게는 13개의 PINs(약 6학기를 수

강함)를 사용한 학생들까지 다양하 다. 재사용에도 하

나의 번호만으로 재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두 개 이상의 

번호를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

다. 각각의 경우마다 재사용 비율을 구할  것이며, 한 

재사용 비율 계산 시 조사 상자  재사용 유무에 따른 

재사용 비율 그리고 총 1313개의 PINs들 에서 재사용

에 사용된 PINs의 비율 등을 각각 구할 것이다. 남녀 학

생 간 재사용 비율 차이유무에 한 분석도 실시하 다. 

한편 완  일치되는 번호는 아니지만 자리 치나 숫자크

기 등이 상당 부분 비슷한 번호들을 부분일치 번호라 정

의하 고 부분 일치번호 비율을 계산하고 재사용 비율에 

추가시켜 넓은 의미의 재사용비율도 구할 것이다. 

엄 한 의미에서 재사용은 같은 PINs로 여러 다양한 

용도나 용처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업무

처럼 민감도가 높은 용처에서의 PINs 재사용 비율은 그

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사용용처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민감도가 다르므로 재사용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재사용 비율 계산할 시엔 어떤 용처인지가 매우 

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용도나 용

처가 시험 수 공개용도 하나밖에 없는 제한성은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날로 진화하는 패스워드 해킹에 비하

는 보안정책을 입안할 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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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Mean Total mean t-value

male 146(65%) 6.10
5.86 2.355*

female 78(35%) 5.41

2. 본론

2.1 자료 소개

약 6년(2005년부터 2011년, 단 2010년 제외) 동안 본 

자가 강의한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이 답안지에 기록

한 네 자리숫자 PINs들을 학생 개인별로 모아 분석을 하

기에 이르 다. 수강 학생 개인별 재사용 비율 등을 계산

하기 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PINs를 획득할 수 있는 

수강 학생들만 조사 상자로 삼았으며, 수강학생 개인

별로 년도, 성별과 함께 PINs들에 사용된 각각의 숫자들

을 엑셀 화일(<Table 4>참조)로 작성하 다. <Table 1>

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사 상 총 학생 수는 224명으로 

남학생이 146명, 체 65%를 차지하고, 여학생이 78명, 

35%를 차지하 고 남학생들의 비율이 여학생들에 비해 

두 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총 1313개의 

PINs들이 조사 상이 되었다. 

2005 2006 2007 2008

# of 

studen

ts

male 37

54

42

61

43

68

57

72
female 17 19 25 15

# of PINs 102 204 220 251

<Table 1> # of male, female and PINs per 
year

2009 2011 total

# of 

student

s

male 54

88

50

84

146

female 34 34 78

# of PINs 269 267 1313

<Table 2>은 남녀별로 측된 PINs 사용개수  비

율을 각각 기록해놓은 것으로서 3개부터 무려 13개까지 

사용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  4개의 PINs를 사용한 

학생들이 41.6%로 가장 많았고([Fig.1]참조) 5개, 6개의 

PINs 사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학생들의 비율이 체

로 높았다. 이는 조사 기간 동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

다 자의 강좌를 더 많이 수강하 다고 볼 수 있겠다.

<Table 2> Percentage(%) of # of PINs created by 
students for survey 

# of PINs 

per person
3 4 5 6 7 8

male
count 0 61 16 17 11 14

rate 0 42.4 11.1 11.7 7.6 9.7

fem

ale

count 4 31 12 15 4 7

rate 5.2 40.3 15.6 19.5 5.2 9.1

Tot

al

count 4 92 28 32 15 21

rate 1.8 41.6 12.7 14 6.8 9

# of PINs per 

person
9 10 11 12 13 Total

male
count 9 9 6 0 3 146

rate 6.3 6.3 4.2 0 2.1 100

female
count 1 2 1 1 0 78

rate 1.3 2.6 1.3 1.3 0 100

Total
count 10 11 7 1 3 224

rate 4.5 5 2.7 0.4 1.4 100

[Fig. 1] Percentage(%) of PINs created by 
students for survey

한,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기간 동안 한 

학생당 평균 5.86개의 PINs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학생들의 평균  6.1개, 여학생들은 평균 5.41개로 남

학생들의 평균 측수가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유의확률=0.020, t-값= 2.355).

<Table 3> Average of # of PINs  created by male 
& female 

* : p-value < 0.05 

2.2 재사용 비율

비 번호 재사용이란 한 가지 비 번호로 두 번 이상 

각기 다른 용처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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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sex

# of 

created 

PINs

list of 

PINs

# of 

partially 

identical 

PINs

partially 

identical 

PINs

rate of 

partially 

identical 

PINs

1 2 7

4769

0999

0999

0992

0123

0999

1001

1 0992 0.14

20 1 5

6548

6548

0119

0119

1234

0 - 0

students sex

# of 

created 

PINs

list of 

PINs

# of 

non- 

identica

l PINs

non- 

identical 

PINs

rate of 

non- 

identical 

PINs

1 2 7

4769

0999

0999

0992

0123

0999

1001

3

4769

0123

1001

0.43

20 1 5

6548

6548

0119

0119

1234

1 1234 0.2

비 번호 재사용은 같은 번호를 두 번 이상 답안지에 기

재한 것을 재사용으로 간주하 다. 그러므로 엄 한 의

미에서의 재사용이라 간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사실이고 이 논문의 제약사항이기도하다. 네자리 숫

자 PINs가 서로 같다함은 네 개 자리 치별로 사용된 숫

자가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이를 완 일치라 

명명하 다. 그러나 1234, 1235에서 보듯이 두 번호는 완

 일치되지 않지만  넷째자리의 숫자만 제외하고 앞의 

세 개 자리 치와 자리별 숫자크기가 일치되고 있다. 이

처럼 완 일치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비슷한 번호를 사용

하는 경우를 부분 일치로 정의하여 완  일치되는 경우

의 재사용 비율 그리고 부분 일치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재사용 비율 각각 구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의 재사용 비율은 224명의 조사 상

자들 에서 재사용 시도한 상자수 비율과  총 1313개

의 PINs들  재사용에 사용되어진 PINs 개수 비율로 각

각 재사용 비율을 구하려 한다.

2.2.1 완전일치 재사용 비율

<Table 4>는 재사용 비율을 구하기 해 엑셀에 입력

한 작업 내용으로서 1번 학생과 20번째 수강학생 두 명에 

한 입력 내용을 나타낸 이다. 224명 조사 상자 개개

인별로 성별(남학생은 1, 여학생은 2), 사용된 PINs  총

수, 완 일치 PINs, 완 일치PINs비율, 부분일치 PINs, 

부분일치PINs비율, 불일치 PINs, 불일치PINs비율 등의 

순으로  자료를 입력하 다. 참고로 <Table 4>에서 1번 

여학생(성별=2)의 경우 비 번호 사용 개수는 총 7개이

고 이  일치 개수가 3개이므로 일치하는 비율은 

43%(3/7)이며 부분일치개수는 1개이므로 부분일치비율

은 14%(1/7)이다. 

그러나, 20번 남학생 경우(성별=1)는 총 5개의 PINs를 

사용하 는데 이  4번 재사용되어 80%의 재 사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1번 여학생과는 달리 6548과 0119 두 개

의 PINs를 사용하여 재사용을 한 이다. 본 논문에서 최

 4개까지 PINs를 혼용하여 재사용한 경우가 측되었

으며 하나의 PINs로 재사용을 한 경우와 두 개, 세 개, 네 

개 이상의 PINs번호들을 혼용하여 재사용한 경우 각각 

세분하여 재사용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다. 총 224명의 상자들 에서 195명이, 

즉 조사 상자들  87%가 재사용을 하 으며 이들 재

사용자  64%가 하나의 PINs를 사용하 고, 20%가 두 

개의 PINs로 재사용을, 약 3% 정도가 3~4개의 PINs를 

혼용하여 재사용을 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students sex

# of 

created 

PINs

list of 

PINs

# of 

identic

al PINs

identical 

PINs

rate of 

identical 

PINs

1 2 7

4769

0999

0999

0992

0123

0999

1001

3 0999 0.43

20 1 5

6548

6548

0119

0119

1234

4
6548

0119
0.8

<Table 4> Example of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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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PINs 

created by each 

student

3 4 5 6 7 8

frequency of 

students used 

identical PINs

0 41.0 10.3 15.4 7.2 9.7

frequency of 

students
1.8 41.6 12.7 14.0 6.8 9.0

패스워드 재사용을 연구한 [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상자  한 개의 패스워드로 재사용하는 조사 상

자 비율은 37.4%, 두개의 패스워드로 재사용하는 비율은 

29.7%, 세 개의 패스워드로 재사용하는 비율은 20.9%, 네 

개 이상의 패스워드로 재사용하는 비율은 5.9%로 각각 

나타났다. [4]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이들 연구에서의 

조사 상자 재사용 비율은 무려 94%정도로 본고의 87%

와 비교하면 약 7%정도 더 재사용 비율이 높았다. 그러

나 하나의 번호로 재사용하는 조사 상자 비율은 본 연

구가 30%정도 더 많았고, 두 개 이상의 번호를 사용한 재

사용 비율은 [4]의 연구결과가 30%정도 더 많이 차지하

다(<Table 6>참조).  한 이들은 체 조사 상 패

스워드들 에서 하나의 패스워드가 한 가지 용도나 용

처에만 사용된 경우는 체 사용의 34.9%를 차지하며 두 

곳 이상의 용도나 용처에 사용된 경우는 65.1%를 차지한

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본고에서의 용도나 용처는 시

험공개 용도 외엔 없었던 것이 재사용 비율에 있어서 차

이로 나타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추후 연구를 

요구하는 부분일 것이다.

<Table 5> Percentage of students used identical 
PINs 

# of identical PINs  Count(%)  Total

1 145(64.8%)

195

(87.1%)

2 44(19.6%)

50(22.3%)3 5(2.2%)

4 1(0.5%)

<Table 6> Comparing two studies(%)

 # of identical PINs This study Brown's study

1 64.8 37.4

2 19.6

22.3

29.7

56.53 2.2 20.9

4 0.5 5.9

   Total  87.1  93.9

아래 <Table 7>은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195

명들  하나의 번호로만 재사용하는 145명, 두 개의 번

호로 재사용한 44명, 세 개의 번호로 재사용한 5명에 

한 각각의 재사용 비율 수치들의 평균을 구하여 제시한 

표이다. 참고로  각 조사학생들 재사용비율은 재사용된 

PINs수를 체 PINs수로 나  수이다. 195명 체 재사

용 비율의 평균이 약 0.74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개의 PINs로 재사용한 5명의 재사용 비율 평균값이 0.89

로 다른 집단들 보다 높았으나 체로 체 비율 평균값 

0.74에 근 하 다.

<Table 7> Means of re-using rates

 # of identical PINs  mean  Total mean

1 0.7281

0.7360
2 0.7445

0.75883 0.89

4 0.73

이젠 사용자 비율이 아닌 PINs들의 재사용비율을 구

해보았다. 총 1313개의 PINs들 에서 844개, 즉 조사

상 PINs들  64.3%에 해당되는 PINs들이 재사용 PINs

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재사용 PINs들  한 개의 번호

로만 재사용된 경우는  42.4%가, 두 개의 번호로 재사용

된 경우는 18%, 3~4개의 PINs로는 약 4% 정도를 차지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Table 8> 참조). 

<Table 8> Re-using rates by # of PINs 

 # of identical PINs  count(percentage)  Total

1 557(42.4%)

844

(64.3%)

2 239(18.2%)

287(21.9%)3 40(3.1%)

4 8(0.6%)

<Table 9>에서는 195명의 재사용자들을 100%로 간

주하고 측된 각각의 PINs 수에 따른 재사용 비율을 구

한 것으로써 각 측 PINs 수별 차지하는 인원 구성원 

비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한 표이다. 5개 측된 조

사 상자 집단의 재사용비율이 인원 구성원 비율보다 조

 낮게 나타났을 뿐 그 외 부분은 인원 구성원 비율과 

비슷하게 재사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Comparing two rates of students by 
identical P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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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PINs 

created by 

each student

3 4 5 6 7 8

frequency of 

studentsused 

partially 

identical PINs

4.11 20.6 20.6 13.7 4.1 16.4

frequency of 

students
1.8 41.6 12.7 14.0 6.8 9.0

# of PINs 

created by 

each student

9 10 11 12 13 합(%)

frequency of 

students used 

partially 

identical PINs

2.7 10 5.5 0 2.7 100

frequency of 

students
4.5 5.0 2.7 0.5 1.4 100

# of PINs 

created by each 

student

9 10 11 12 13
Total

(%)

frequency of 

students used 

identical PINs

5.1 5.6 3.6 0.5 1.5 100

frequency of 

students
4.5 5.0 2.7 0.5 1.4 100

2.2.2 부분일치 재사용 비율

일치여부를 단하기 해선 4개 각 자리에서의 숫자 

크기가 모두 동일한지 여부를 단해야함으로 자리 치

와 숫자크기를 각각 고려하여 부분일치 여부를 구분하

다. 컨 , 1234와 1234는 네자리 치에서 네 개의 숫자 

1, 2, 3, 4 모두 일치 하고 있다. 그러나 1234와 8234 두 

PINs 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치한 숫

자 2, 3, 4는  세 개 자리에서 자리 치와 숫자가 일치되

고 있다. 끝으로 1234와 4238 두 PINs 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두 자리에 치한 숫자 2, 3은  두 개 자리에서 자리

치와 숫자가 일치되고 있다. 이처럼 각 자리 치 

에서 4개 숫자 모두 일치하는 경우를 완  일치라 하며 

2개 혹은 3개의 자리에서 자리 치와 숫자크기가 일치되

는 PINs들은 부분일치로 정의하 다. 한 1234, 2341의 

두 PINs 경우처럼 각 자리 치에서 일치되는 수는 없지

만 사용된 숫자 4개는 모두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

고 1234, 2346과 같은 두 PINs의 경우처럼 자리 치는 같

지 않지만 사용된 숫자 3개는 모두 일치 하고 있다. 이처

럼 자리 치는 같지 않지만 사용된 숫자가 3개 이상 서로 

일치되는 PINs들을 한 부분 일치라 간주하 다. 분석

결과 총 224명의 조사 상학생들  33%에 해당하는 73

명의 학생들이 총 137개의 부분일치 PINs를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1.88개의 부분일치 번호를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3명의 부분일치 사용자들 에

서 16명만이 부분일치만으로 재사용을 실시한 사용자들

이 다. 부분일치사용 비율 한 PINs 개수와 사용자수

로 각각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결과 값을 <Table 

10>에 제시하 다. 

<Table 10>  Rates by partially identical PINs 

# of PINs
# of students

with identical partially identical only

137개(10.4%) 73명(32.6%) 16명(7.1%)

다음<Table 11>에서 보는 것 처럼 체구성비에 비

해 5개, 8개, 10개의 PINs를 사용한 사람들 에서 부분

일치 사용자가 많았으며 4개의 PI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에서 부분일치 사용자 비율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Comparing two rates of students by 
partially identical PINs(%)

<Table 12>처럼 부분 일치로 재사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의 재사용 비율이 구해진다. PINs

수로 계산하면 기존 완 일치 개수 비율인 64.3%에 추가

로 10.4%가 더 더해지면서 74.7%로, 사용자 비율은 기존 

완 일치 재사용 비율 87.1%에 부분일치 만의 재사용자 

비율 7.1%를 더 추가시키면 94.2%로 각각 계산되어진다.

<Table 12> Re-using rate in a broad sense

# of PINs # of students

percentage 74.7 94.2

2.2.3 불일치번호 사용 비율

일치되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번호에 

한  분석도 실시하 다. 총 141명이 332개의 불일치 PINs

번호를 사용하 으며 이들  13명만이 불일치 PINs만

을 사용하여 체 5.8%를 차지하 다(<Table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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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PINs

# of students

with 

(partially)identical
non-identical only

25.3 62.9 5.8

# of students mean of rates t-value

male 134 .7666
 2.682

**

female 61 .6689

count Total   -value 

male 134(92%) 146(100%)

 8.314** female 61(78%) 78(100%)

Total 195(87%) 224(100%)

<Table 13> Rates by non-identical PINs(%)

측 PINs수별로 불일치 사용자 비율도 구하 다

(<Table 14> 참조). 224명 체 구성원들이 측횟수별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볼 때, 4개의 PI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에서 불일치 사용자의 비율이 낮았으며, 5개, 6

개, 8개 PI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에서는 불일치 사용

자 비율이 조  높게 나타났다.

<Table 14> Comparing two rates of students by 
non-identical PINs (%)

# of PINs 

created by 

each student

3 4 5 6 7 8

frequency of 

students used 

non- identical 

PINs

2.8 30.5 14.2 18.4 7.1 11.3

# of 

students(%) 
1.8 41.6 12.7 14.0 6.8 9.0

# of PINs 

created by 

each student

9 10 11 12 13 합(%)

frequency of 

students used 

npn- identical 

PINs

5.0 4.3 4.3 0.7 1.4 100

# of 

students(%)
4.5 5.0 2.7 0.5 1.4 100

2.3 남녀 간의 재사용 비교 분석

2.3.1 완전일치 재사용에서의 비교 분석

완 일치 재사용에서 남녀 간에 재사용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5>에서

처럼 남학생 총 146명 에서 무려 92%에 해당하는 134

명이 재사용을 하 으며 여학생 78명 에서는 78%에 해

당되는 61명이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

생들의 재사용 참여 비율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

로 규명 되어졌다(유의확률=0.004, -값=8.314).

<Table 15> Test for male & female proportions 
used identical PINs 

** : p-value < 0.01

한, 재사용자 195명 에서 남학생 재사용자 134명

과 여학생 재사용자 61명들 재사용 비율 수치들의 평균

값이 각각 0.77과 0.67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재사용 비율

의 평군 값이 높게 나타났다. 차이 유무를 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6>에서처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유의확률=0.008, t-값=2.682)를 얻었다 

<Table 16> Test for two means of rates of male 
& female used identical PINs 

** : p-value < 0.01

2.3.2 부분일치 재사용에서의 비교 분석

부분일치 재사용자들 에서 <Table 17>에서 제시되

어진 것처럼 78명 체 여학생들  무려 41%에 해당하

는 33명이, 남학생들 에는 28%에 해당되는 41명이 부

분일치 PINs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의 비 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877, 유의확률=0.049). 

<Table 17> Test for male & female proportions 
used partially identical PINs  

# of students Total

male 41(28%) 146(100%)

female 32(41%) 78(100%)

Total 73(33%) 224(100%)

부분일치 PINs를 활용하여 재사용한 73명 각각에 

하여 재 재사용비율들을 계산하 으며 이들의 평균값은 

0.3184로써 이  남자는 0.3059 여자는 0.3344(<Table 

18> 참조)로 여자들의 재사용비율 한 다소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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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students mean of rates Total mean

male 41 0.3059
0.3184

female 32 0.3344

<Table 18> Means of rates of partially identical 
PINs used by male & female 

2.3.3 불일치 사용자에서의 비교 분석

<Table 19>에서처럼 불일치 사용자  여학생이 차

지하는 비 이 73.1%(57명)이 고 남학생들이 차지하는 

비 은 57.5%(84명)로써 남녀차이 유무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결과(  값= 5.266, 유의확률=0.022)

를 얻어 여학생들의 불일치 번호 사용비율이 남학생들보

다 높다고 할 수 있었다. 

<Table 19> Test for male & female proportions 
used non-identical PINs   

# of students   - value

male 84(57.5%)

5.266*female 57(73.1%)

Total 141(62.9%)

* : p-value < 0.05

그리고 불일치번호 사용자 총 141명에 한 남녀 간의 

사용개수의 평균값과 사용비율 평균값을 <Table 20> 에 

각각 제시하 다. 사용개수나 사용비율 모두 여학생들의 

평균이 높았으나 사용비율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t-값

=-2.374, 유의확률= 0.019).

<Table 20> Two tests for rates of male & female 
used non-identical PINs  

Categies Sex Mean t-값

# of PINs
male 2.21 -1.381

female 2.56

Rates of PINs  
non-identical 
uses

male 0.3661 -2.374*

female 0.4649

 * : p-value < 0.05

여학생들의 PINs 측개수는 주로 4~6개이었고 남학

생들은 이것 외에도 7개 이상의 PINs들을 사용한 학생들

도 상당수 측되었기 때문에 측정개수별로 남녀 간 재

사용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분석을 실시한 결

과 <Table 21>에 제시되어져 있다. 체로 남자의 재사

용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 Re-using rates of identical PINs used 
by male & female 

# of PINs per 

student 
3 4 5 6 7

Male - 0.82 0.77 0.68 0.79

Female - 0.82 0.49 0.60 0.67

Total - 0.82 0.67 0.64 0.76

8 9 10 11 12 13

0.70 0.82 0.73 0.68 - 0.61

0.61 0.55 0.20 0.45 0.67 -

0.67 0.79 0.64 0.64 0.67 0.61

3. 맺음말

지난 6년 동안 본 자가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224명의 수강자들이 자신들의 성 확인을 해 답안지에 

기재한 네자리 숫자 PINs 번호들을 수집하여 재사용에 

한 연구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집되어진 PINs들

의 총 수는 1313개 으며 조사 상 224명  남학생이 

146명, 체65%를 차지하며, 반면 여학생은 78명으로 

35%를 차지하 다. 수강학생 개인별로 6년 동안 추  조

사한 결과 게는 3～4개, 많게는 11～13개의 PINs가 

측되었고, 일인당 평균 측 개수는 약 6개로써, 평균 3학

기(한학기당 간, 기말 2번의 시험을 평균 으로 치룸)

정도 수강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남학생들이 여학

생들보다 수강학기 수가 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측 수집된 남학생들의 PINs 수가 여학생들에 비해 다소 

많았다. 자료입력은 엑셀 화일을 이용하 으며, 입력 항

목은 성별, 사용된 PINs, PINs 개수, 완 일치 PINs, 완

일치PINs비율, 부분일치 PINs, 부분일치PINs비율, 불

일치 PINs, 불일치PINs비율 등의 순으로 224명 조사 상

자 개인별 자료입력을 모두 완성하 다. 

분석 결과 224명의 체 상자들 에서 195명이, 즉 

조사 상자들  87%가 재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상 1313개의 PINs들  844개, 64.3%가 재사용된 

PINs들이다. 이들 87% 재사용자  하나의 PINs로는 

65%가, 두 개의 PINs로는 20%, 3~4개의 PINs로를 사용

한 상자들은 약 3% 정도를 각각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844개(64.3%)의 재사용에 이용된  PINs들 

에서도 한 개의 PINs로 재사용된 경우는  42.4%가, 두 개

의 PINs로 재사용된 경우는 18%, 3～4개의 PINs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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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 한 알 수 있었다. 

완 일치는 아니지만 2개 혹은 3개자리에서 자리 치

와 숫자크기가 일치되는 PINs들, 그리고 자리별 숫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사용된 숫자들  3개 이상 일치되는 

PINs들을 부분 일치라 간주하여, 완 일치 주의 재사

용 비율뿐 아니라 부분일치를 포함한 의의 재사용 비

율도 구하 다. 부분일치 사용에 한 분석결과 총 224명

의 조사 상학생들  33%에 해당하는 73명의 학생들이 

총 137개의 부분일치 PI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1.88개, 약 2개의 부분일치 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일치로만 계산한 결과 약 10.7%의 부분일

치 재사용 비율을 그리고 사용자수로 33% 에서 순수 부

분일치자수는 7.1% 다. 그리하여 부분일치까지 포함된 

의의 재사용비율은 94.2%의 사용자가 그리고 PINs수 

 74.7%가 의의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불일치에 한 분석 내용으로 총 141명이 332개

(25%)의 불일치 PINs번호를 사용하 으며 이들  13명

만이 사용한 PINs 모두 불일치 PINs만을 사용하 다.  

남녀의 비교분석 결과로 완 일치 번호 사용자  남

학생 총 146명 에서 무려 92%에 해당되는 134명이 완

일치번호로 재사용을 하 으며 여학생들의 비율은 

78%로 남학생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

일치번호 사용비율과는 달리 부분일치번호나 불일치번

호 사용비율에서는 여학생들이 오히려 남학생들보다 높

게 나타났다. 실 으로 수강생들 사이에 PINs번호를 

두 번 세 번 재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신원 노출이 일어날 

여지가 더 많으므로  재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난 여학생

들이 신원 공개에 한 불안감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크

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여학생들은 재사

용을 하더라도 완 일치번호를 사용하는 신 부분 일치 

번호로 재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불일치 번호 사용 

비율 한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 으로 얻

기 힘든 네 자리 숫자 비 번호 PINs를 6년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조사 상 개인별 자료를 수집하여 재사용에 

한 다양한 분석 연구를 시도한 이다. 그러나 재사용

에 한 연구는 실제 사용처에 따라 번호 사용형태가 달

라질 수 있다. 컨  은행 업무와 같은 보안이 강조되고 

민감도가 높은 사용처에 사용되는 PINs들의 재사용률은 

민감도가 낮은 일반 사용처보다 재사용 비율이 낮은 경

향을 보인다고 한다[6]. 이처럼 본 연구에서의 사용처는 

수 공개를 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진 계로 

재사용에 한 연구는 추후 더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모아진 자료지만 

한 학에 속한 학생들만을 상으로 하여 얻은 자료

이므로, 본 연구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성인 체로 확  

해석할 수 없는 한계  한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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