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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 내장 센서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센서

의 저가격화, 고성능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응용 

범위[1]를 갖는 센서의 개발 및 판매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모델 중 

Galaxy S20 Ultra 모델의 경우 고배율 줌 기능과 초

고해상도 이미지센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

합 10배, 디지털 방식 100배 줌이라는 고배율을 구현

함으로써 매우 정밀한 원거리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2]. 또한, 화웨이의 경우 자사의 P30 pro 기기에 광학 

줌 및 복합 줌, 그리고 디지털 줌을 포함하여 총 50배 

줌을 구현함으로써 이 기기 또한 상당한 수준의 원거

리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다[3]. 이같이 점차 고성능,

저가격의 소형화된 광학 장치를 도입한 모바일 기기

의 출시가 보편화 될 것[4]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러한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공

학 공격 즉, 기존의 사회공학 공격들로 언급된 공격

들 [5-10] 중의 하나인 고성능의 광학 기기를 이용한 

레코딩 공격[5]을 기존의 공격 유형 대비 더욱 수월?

하게, 더욱 대중적인 차원에서 시도가 가능해질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고성능의 

광학 장치들을 이용한 공격이 고려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 패스워드 및 PIN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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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대부분 가상 키보드 구성은 사용자의 입력 

편의성을 위해 기존 Desktop PC 환경에서 주로 사용

되었던 물리 QWERTY 키보드와 키보드의 숫자 키 

입력 구조에서 그 형태를 모방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Fig. 1과 같이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들

이 기존의 Desktop PC 환경에서 발견되는 취약점

[11]과 유사하다.

다음의 Table 1은 자주 사용되는 4자리 패스워드

를 나타내는 순위표이다. 기존의 기법은 쉽게 유추가 

가능한 형식이라는 공통적인 취약점[12] 또한 존재

한다.

여기에 더하여 고전적인 텍스트 기반 패스워드 및 

PIN 인증 기법의 패스워드 입력방식들에서 자주 발

견되는 문제점인 스머지 공격[6]에 대한 보안 취약성

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공학적 공격 유형에 

더해 비교적 최근의 연구[13]인 열 감지 센서를 내장

한 카메라를 이용한 레코딩 공격에 대한 기존 보안 

기법들의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전 보안 

기법들[14, 15]이 스크린에 남아있는 열원이 마치 스

머지와 같이 일정 시간 스크린에 잔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잔류 스머지를 이용한 패스워드 및 패턴 추정 

공격에 취약함을 보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기기의 스크린 또는 프로세서 발열을 증

가시켜 스크린에 남아있는 사용자 열원을 감지 불가

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기

의 사용특성을 고려한다면 배터리 가용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제어 및 운용하는데 최적화된 기기에서 이

와 같은 대응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사회공학 공격에 

대하여 직접적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공격에 

강인한 간접 PIN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PIN 기법과 유사한 비밀

키 입력방식을 사용하므로 기존과 유사한 사용자 편

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접 키 입력을 사용하여 

보안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 및 3장에서 

우리는 기존의 PIN 기법을 포함하여 몇 가지 유형의 

보안 기법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주요 사회공학 공격

을 가정하여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보

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인증 기법을 제안하고 기법의 

동작 구조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기존 

기법과 보안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며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

최근의 모바일 보안 연구, 특히 스마트폰 분야에

서의 보안 연구는 보안 안전성에 더하여 사용자 편의

성 또한 고려한다. 기존의 연구[16]는 이러한 usable

security를 고려하여 자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안 안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제안 기법

을 분석한다.

2.1 Fake Pointer

Fake Pointer 방식[5]은 영상 녹화 장비를 사용한 

외부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호로 구성된 인디케이

터 조합과 PIN 번호의 조합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Fig. 1. The 20 most common keyboard patterns in 10 

million passwords.

Table 1. The most popular 4-digit PIN in use

PIN Freq PIN Freq

#1 1234 10.713% #11 9999 0.451%

#2 1111 6.016% #12 3333 0.419%

#3 0000 1.881% #13 5555 0.395%

#4 1212 1.197% #14 6666 0.391%

#5 7777 0.745% #15 1122 0.366%

#6 1004 0.616% #16 1313 0.304%

#7 2000 0.613% #17 8888 0.303%

#8 4444 0.526% #18 4321 0.293%

#9 2222 0.516% #19 2001 0.290%

#10 6969 0.512% #20 1010 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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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Fig. 2와 같이 이 방식은 

인디케이터로 지정된 기호의 조합과 PIN 입력을 일

치시켜 사실상 두 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비밀키 입력에 기존의 모바일 기반 

PIN 기법에서 사용하는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숫자 

키를 직접 터치하여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좌우 방향

키와 스페이스 키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이 방식은 좌우 방향키는 숫자 키의 순환을 위

해, 스페이스 키는 키 입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PIN 번호 및 인디케이터 도형의 조합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므로 비디오카메라 같은 영상장

비를 이용한 공격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디

케이터가 PIN과 함께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기법은 외

부 공격자에게 비밀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과 같다. 최근의 영상장비는 고해상도의 광

학 이미지를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수단을 겸비

하고 있어 다수의 공격 시도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영상 자료를 분석하면 PIN 및 인디케이터의 자릿수

는 쉽게 추정 가능하며 역시 다수의 영상 자료 확보

를 통해 가용 인디케이터 및 PIN 정보의 조합 또한 

추정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게 된다.

2.2 Switch PIN

Switch PIN 기법[15]은 특수키의 조합으로 기존

의 PIN 기법 대비 향상된 보안성을 보이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Fig. 3과 같이 화면은 기존 키패드의 그것

과 유사한 화면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기존 

PIN 기법 사용자에게 친숙하다. 또한, 특수키의 조합

과 임의로 배정되는 숫자 키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보안성이 향상되었다. 여기에 show 키를 추가로 적

용하여 사용자가 비밀키 입력을 위해 필요한 숫자 키

의 위치정보를 기억한 후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공격에 대한 키 유출 안전성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사회공학 공격의 관점에서 이 기법이 사용

자 그리고 공격자 모두가 기기 화면을 관찰할 수 있

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이 기법은 기기 화면에 표시

되는 정보를 통해 인증을 위한 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스머지 공격과 열 

감지 공격에 대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엿보기 

공격 및 레코딩 공격에 대해서는 비밀정보가 비교적 

쉽게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공학 공격에 안전

하다고 할 수 없다.

2.3 Yonma’s approaches

열 감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Yonma의 

3가지 기법[13]은 다음의 Fig. 4와 같다. 첫 번째로,

기존의 터치 기반 환경에서 PIN 입력 또는 패턴 인식 

(a) (b)

Fig. 2. Eaxmple of fake pointer. (a)user interface and 

(b) answer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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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Example of Switch PIN authentication. (a) initial 

layout, (b) show key operation, (c) password in-

put, and (d) show key operation.

(a) (b) (c)

Fig. 4. Approaches for resisting thermal attacks after 

entering the password. (a) using a white flash 

light for 3 second, (b) users swaps their hand 

randomly on the screen, and (c) forcing max-

imum APU load for 3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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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계에서 스크린 전체를 백색광으로 채워 스크

린 전체를 3초 정도 가열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스크린에 남아있는 열원 추정으로 인한 패스워드 및 

패턴 추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 스크린에 손을 무작위

로 바꾸어 여러 열원이 남아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APU에 3초 정도 과부하를 

주어 발열시킴으로써 스크린의 잔여 열원을 감추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대응 방안들은 레코딩 공격에 대해서는 

열원에 대한 대비책 이외에는 방안이 없으므로 취약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스머지 공격에 대해서는 사용

자가 직접 손으로 대응하는 두 번째 안을 제외한 첫 

번째 안과 세 번째 안 모두 열원감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열 감지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볼 때, 첫 번째 안은 어두

운 환경이 요구되는 공공장소, 예를 들어 극장과 같

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첫 번

째 안과 세 번째 안의 경우 배터리로 동작하는 스마

트폰의 특성상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단점을 고려

해야 한다.

3. 최근 보안 위협 고려사항

3.1 Recording Attack

레코딩 공격[5]은 기존의 엿보기 공격[8, 9]의 확장

된 형태의 사회공학 공격이다. 엿보기 공격이 공격자

의 시각정보에 의존한 공격이라면 레코딩 공격은 광

학 기록 장비를 이용하여 엿보기 공격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공격은 모바일 기기에 임베

디드된 센서기술의 저가격화 및 고성능화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것

과 같이 최근의 스마트폰 기술, 특히 고성능의 이미

지 센서기술과 광학 줌 및 디지털 줌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레코딩 공격의 공격 성공률 역시 급격히 상승

하였다. 여기에 더해 모바일 기기의 저장장치 및 저

장용량의 저가격화, 고용량화는 더욱 향상된 고화질

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 녹화 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격 성공률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3.2 Smudge Attack

스머지 공격[6]은 화면에 손가락 터치 감지가 가능

한 스크린을 적용한 스마트폰에서 암호를 입력할 때 

스크린에 남게 되는 사용자 손가락의 유분을 검출하

여 해당 암호입력 기법과 대조해 패스워드 또는 패턴

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이 스머지 공격 기법을 단독

으로 사용한다면 고전 PIN 및 패턴 인증 기법에 강력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키 배치를 

임의로 재구성하거나 다중 패턴과 패턴의 방향벡터

와 압력을 검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암호기법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기법이 레코딩 

공격 또는 열 감지 공격과 같은 종류의 공격과 병행 

사용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공격 기법의 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여전히 강력한 공격 성공률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3.3 Thermal Attack 

기존의 스머지 공격[6]에 더하여 열 감지 공격[13]

은 사용자가 인증에 사용한 터치스크린에 남아있는 

사용자 손가락의 유분 외에도 사용자 손가락 체온이 

일정 시간 스크린에 남아있음에 착안한 새로운 유형

의 사회학적 공격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머지 공격

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에 잔류하는 체열을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PIN

및 패턴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아직 보편화 

되지는 않은 열 감지 화상 카메라를 바탕으로 한 공

격 기법으로써 스머지 공격 대비 비교적 고가의 장비

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출시된 CAT

의 열 감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17]과 같은 기

기를 고려한다면 향후 충분히 이러한 유형의 공격도 

보편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제안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PIN 입력 기법과 유사한 

키 입력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기존의 PIN 기법에 

익숙한 사용자의 입력 편의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밀키의 직접 입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의 직접 입력 대비 외부의 공격, 특히 시각 및 영상 

정보에 기반한 유형의 사회공학 공격에 대해 보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4.1 키패드 구조

제안하는 기법의 키패드 구조는 다음의 Fig.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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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 그림과 같이 제안 기법은 기존의 PIN과 키패드 

인터페이스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제안 기법의 

키패드 상단은 입력된 키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입

력값 확인을 위한 창이며 키의 값은 모두 ‘*’로 마스

킹 처리된다. Fig. 5의 ‘***4’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

시이다. 그리고, 키패드 하단 좌·우측에 배정된 키 중

에서 좌측의 키는 백스페이스 기능, 우측의 키는 현

재 키의 숫자 배열을 임의로 재배열하는 키이다.

4.2 Original key 설정

제안하는 기법은 다음의 Fig. 6(a)과 같이 사용자 

지정 비밀키 생성을 위해 기존의 PIN 기법에서 사용

하는 방식과 같은 password를 입력받는 방식을 사용

한다. 즉, 입력받는 비밀키는 4∼8자리의 숫자 평문 

텍스트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식이며 

이러한 비밀키 즉, original key는 인증 서버에 저장

되어 값의 유출을 방지하게 된다.

4.3 Anchor key 설정

Original key 입력 후, 사용자는 Fig. 6(b)과 같이 

original key와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비밀

키인 anchor key를 입력한다. Anchor 키는 original

key와의 조합을 이용하여 간접 비밀키를 생성 및 비

교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비밀키이며 이 키의 길이는 

최소 1에서부터 최대 original 키의 길이만큼 설정하

여 입력할 수 있다. 이 키 역시 숫자로 구성되며 기존

의 PIN 기법의 비밀키 길이 n 대비 제안 기법의 키 

길이는 최소 n+1 에서 최대 2n까지 설정할 수 있다.

4.4 Indirect Key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는 앞의 두 개의 키를 이용

해 생성된 일회용 indirect key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는 간접 키는 

OTP를 이용한 인증과 같이 사용자를 인증할 때 매

번 키의 값이 바뀌므로 original 및 anchor key가 유

출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제안하는 original 및 an-

chor key의 조합을 이용한 indirect key 입력을 이용

한 사용자 인증은 Fig. 7과 같다.

예를 들어 original key가 1234이며 anchor key가 

한 자릿수인 8일 경우, 1234와 8의 관계성을 나타내

는 거리의 값을 indirect key로 입력한다. 이 키의 값

은 8->1인 거리의 값 3을, 8->2인 거리의 값 2를,

8->3인 거리의 값 3을, 그리고 8->4인 거리의 값 2를 

입력하므로 3232가 되며 이 값을 키패드를 터치하여 

입력한다. 기존의 PIN 기법은 0부터 9까지의 범위에

서 키 입력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론상 0부

터 4까지의 값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방법은 

키의 배치가 다음의 Fig. 8과 같이 키 입력마다 임의

로 키의 위치가 바뀐다. 따라서 Fig. 8과 같이 임의 

키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indirect key 값은 3324가 

되며 외부 공격자는 original 및 anchor key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indirect key를 취득하더라도 이 

키를 이용하여 사용자 입력에 사용할 수 없다.

Fig. 5. Proposed keypad interface.

(a) (b)

Fig. 6. Password set-up procedure of proposed me-

thod. (a) original and (b) ancho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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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Fig. 9와 같이 original 키가 1234이며 

anchor key를 두 자릿수인 3과 6으로 설정하였을 경

우, original key인 1은 anchor key 3과 대응하고 

original key 234는 다음의 anchor key 6에 순차 대응

시켜 indirect key인 2212를 입력한다. 제안 방법의 

anchor key 최대 길이는 original key의 길이와 같도

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anchor key의 길이가 

original key의 길이와 같다면 더욱 유추가 어려워지

므로 높은 보안성을 기대할 수 있다.

5. 성능 평가

제안 기법은 original key와 anchor key를 적용한 

간접 키 입력 기법이며 이는 기존의 고전 PIN 입력과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력키는 일

Fig. 7. Indirect PIN of proposed method..

Fig. 8. Random keypad of proposed method..

Fig. 9. Example of multi-anchor key combinations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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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의 성격을 갖는 indirect key이다. 또한, 이 기법

은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기존의 PIN 기법의 인터페

이스를 대부분 따르고 있어 사용자에 친숙하다. 우리

는 제안 기법을 본문에서 언급한 사회공학 공격 중에

서 엿보기, 레코딩, 스머지, 열 감지 공격들에 대해 

기존의 사회공학 공격 대응 기법들과 안전성 면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며 패스워드 등록, 로그인 절차, 기

억 용이성, 비밀키 입력의 난이도, 그리고 입력속도

면 즉,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기존의 사회공학 공격 

대응 기법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5.1 보안 안전성 비교

다음의 Table 2는 제안 기법을 기존의 사회공학 

공격 대응 기법들과 비교한 보안 안전성 비교표이다.

이 표에는 사회공학 공격 대응 기법들의 안전성 비교

를 위해 고전 PIN 및 패턴 인증 기법들도 포함하였다.

안전성 비교 결과 PIN과 패턴 인증 기법의 경우 

사회공학 공격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기법으로 모든 공격에 대해 취약하다. Fake Pointer

의 경우 키의 입력 위치가 항상 바뀌므로 스머지 및 

열 감지 공격에 대해 강인하나, 엿보기 공격에 대해

서는 반복적인 공격을 통해 각각의 숫자와 대응되는 

이미지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비밀키값이 추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레코딩 공격으로 비밀키값이 

유출될 수 있다. Switch PIN 경우에도 스머지 및 열 

감지 공격에는 같은 이유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

나 영상 정보의 획득을 통한 공격에는 오랜 시간의 

관찰을 통해 show 키를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의 숫자 키 비교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통해 비밀

키를 유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에 언급하지는 않

았으나 Yonma 가 제안한 방법들은 모두 열 감지 공

격에 특화된 방안으로써 3가지 제안 모두 스머지 및 

열 감지 공격에는 강인하다는 특성이 있으나 엿보기 

및 레코딩 공격에 취약하다. 제안 기법의 경우, 스머

지 및 열 감지 공격에는 앞의 Fake Pointer 기법이나 

Switch PIN 기법과 같이 위치의 임의 변경이 일어나

므로 해당 공격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안 기법은 엿보기 공격이나 레코딩 공격의 경우에

도 화면에 임의의 키 배치를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없으므로 단시간, 또는 장시간의 감시 공격에도 사전

에 original key 또는 anchor key가 유출되지 않는다

면 키를 유추하기 매우 어렵다.

5.2 사용자 편의성 비교

다음의 Table 3은 제안 기법을 패스워드 등록, 로그

인 절차, 기억 용이성, 비밀키 입력의 난이도, 그리고 

입력속도에 대해 기존의 기법과 비교한 비교표이다.

편의성 비교 결과, 제안 기법을 포함한 기법들 모

두 패스워드 등록 절차에 있어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기법 모두 숫자, 선, 도형 기반의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패스워

드 등록 후 로그인 절차에 있어 가장 빠른 속도를 

갖는 고전 PIN 기법과 패턴 인증 기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Fake Pointer의 경우 가장 낮은 속

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좌우 방향키로 배경 이미지

와 숫자 비밀번호를 맞추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Switch PIN의 경우 

show 키를 이용한 화면 전환 및 비밀키 입력에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다. 제안 기법의 경우 an-

chor key를 1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anchor 키의 수가 늘어날수록 키 입력

시간에 지연이 발생하였다. 기억 용이성 면에서는 기

법들 대부분이 숫자에 기반한 기법으로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안 기법의 경우 

anchor key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기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향이 유동적이다. Fake Pointer의 경우 

이미지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유사할 경우 

기억에 불편함이 있어 여타 기법들과의 차이가 발생

Table 2. Security comparison                      (S: Strong, M: Moderate, W: Weak)

Type of Attack
User Authentication Method

PIN Pattern Fake Pointer Switch PIN Proposed

Shoulder Surfing W W M M S

Recording W W W M S

Smudge W W S S S

Thermal W W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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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비밀키 입력난이도에 있어서 입력 오류가 발

생률이 가장 낮은 것은 4-digit 기반에서 PIN 기법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패턴 인증의 경우 패턴

의 복잡도에 따라 오류 발생률에 있어 차이를 보였으

며, Fake Pointer와 Switch PIN, 그리고 제안 기법의 

경우 키를 계산하는 시간이 키 길이 대비 유사하게 

발생 및 증가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력속도에 있어 고전 PIN 및 

패턴 인증 기법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패스워드 길이 증가 또는 패턴의 길이 증가에도 

큰 차이 없이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Fake

Pointer, Switch PIN, 그리고 제안 기법은 4-digit 기

준 패스워드 길이에서는 상호 유사한 입력속도를 보

여주었으나 키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Fake Pointer,

Switch PIN 모두 급격한 입력시간 증가를 나타냈다.

제안 기법의 경우 anchor key를 1개로 설정하였을 

때 패스워드 입력시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anchor key의 길이가 2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한 입력속도의 지연을 나타내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riginal key와 anchor key를 적용

한 간접 키 입력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

은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기존의 PIN 기법의 인터페

이스를 대부분 따르고 있어 키 입력 화면이 사용자에 

친숙하며 입력 키의 값도 숫자로 고정되어 다른 기법 

대비 기억하기 쉽다. 또한, 제안 기법은 일회성의 간

접 키를 PIN 입력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키의 값이 

유출되더라도 original 및 anchor key 값이 유출되지 

않는다면 보안상 안전하다. 보안 안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 평가 결과 제안 기법은 기존의 사회공학 공격

에 대응하는 기법들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공학 공격에 더 높은 보안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으

며,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전통적인 PIN 기반 화면 

구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친숙하다.

비밀키 기억의 난이도에 있어 제안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original과 anchor 키 모두 숫자로 구

성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도형 및 기호를 사용한 기법 

대비 기억하기 쉽다. 또한, 비밀키 입력에도 별도의 

화면 전환이나 추가정보의 확인 없이 기존의 방식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nchor key 길이에 다른 입력 지연 발

생의 추가 연구사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연구로써 제안 기법의 거리기반 간접 키 계산 

방식을 더욱 단순화하여 최소의 계산으로 키의 길이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즉시 입력이 가능한 일회성 간

접 키 입력 및 인증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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