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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장치는 단순하게 제공되는 일상의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여러 특정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제 개인의 정보 보호 및 인증 이상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 인증 

수단은 다각 도로 연구되고 실용화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 매트릭스 기반의 인증으로 기존의 

지식 기반 인증 방식인 패스워드, 패턴락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점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먼

저 사용자 인증 방법의 분류 및 사회 공학 공격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 인증 기법과 생체 인식 인증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한다. 이후 

각 인증 기법의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기존 패턴 기반 인증에서 사회 공학 공격의 안전성을 위해 패턴을 이미지화하고 랜덤화 하

여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 순서에 의거 이를 인증값으로 사용한다. 또한 보안 등급을 높이기 위해 생체 인식의 하나인 지문 인식을 추

가하여 사용자 인증 방법의 지식 기반 인증과 생체기반 인증을 혼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의 강한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y development, mobile devices are being actively used in a number of specific fields beyond simply 

providing daily information, which now plays a very important role beyo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uthentication. Due to 

this, the user authentication means of the mobile device is being studied and put to practical use from various angles, and is being 

changed and developed in various ways. In recent years, biomatrix-based authentication has been in the spotlight as a more convenient 

and safer method than existing knowledge-based authentication methods such as passwords and pattern locks, but it still has vulner-

abilities. In this study, first, the classification of user authentication methods is investigated, the social engineering attack type is 

analyzed, and the existing authentication techniques and the problems of biometric authentication are discussed. After that, considering 

the efficient method of each authentication method, the pattern is imaged and randomized for the safety of social engineering attacks in 

the existing pattern-based authentication, and this is used as the authentication value based on the image sequence selected by the user. 

In addition, fingerprint recognition, one of biometrics, is added to increase the security level, and a new type of convergence strong 

authentication method is proposed by mixing knowledge-based authentication and biometric-based authentication of user authent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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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을 넘어 5차 산업은 마지막 산업혁명이라 한다. 이제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혁명이기 때문이라 했다. 급속하게 변화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는 다양하고 더 복잡해진 신 디지털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을 아껴 주지

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정보 노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러

한 디지털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능에서 더 나아가 금융거래,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에 따르는 개인 정보의 민감한 부분의 보안이 부각되며 이는 사용자의 모든 개인의 일상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크

게 대두된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인증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요즘의 대세는 

생체 인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보의 누출 및 위조로 해킹당하며 취약하다[1-3].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공학공격[4-8]으로 사용자의 무방비상태의 정보 오픈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 

취약점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하며 여전히 정보보안의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한다. 사회공학공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어깨너머공격(shoulder surfing attack)[4]은 훔쳐보기 또는 엿보기 공격이라고도 하며 공개된 환경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것으

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자의 시각 정보에 의해 한 번 또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레코딩공격(Recording Attack)[6]은 순간에 발생하는 공격의 유형보다는 계획적인 공격의 유형으로 고도의 전자장비에 의존

하여 단거리 혹은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고 이는 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장 및 재생이 수월하고 공격의 실패율이 낮다.

스머지공격(Smudge Attack)[7]은 주로 스마트폰의 패턴을 이용한 인증이거나 숫자패드의 번호를 유추하기 용이한 공격으로 

사용자가 인증을 위해 한번 또는 여러 번 시도에서 터치스크린에 남아있는 지문의 패턴의 흔적을 유추하여 정보를 복원하는 것

으로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패스워드 추정 공격(Passoword Guessing Attack)[8]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비밀정보를 유추하고 가능한 모든 정

보의 조합을 만들어 전수공격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방향, 가속도 그리고 센서 값 등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든 정보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공격유형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생체 인식 인증 중 지문 인식에서 

지문의 본을 뜨거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지문을 사용하여 위조 지문으로 공격하는 사례 등 다양한 공격 기법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9,10].

이러한 공격의 유형에서 사용자 인증 방법[11]을 크게 지식 기반 인증, 소유 기반 인증, 생체 기반 인증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지식 기반 인증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패스워드 인증이 있다. 이는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기억

하고 그것으로 인증을 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증에 

실패하는 것이다. 소유 기반 인증으로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메모리카드, 스마

트카드 그리고 일회용 패스워드 단말장치가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용자로부터 복제 등을 통하여 도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 요즘 대세로 가고 있는 생체 인식 기반 인증[12]은 사용자가 아니면 인증을 할 수 없는 개인 고유 생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인증

하는 방법으로 지문인식, 망막인식, 홍채인식, 음성인식, 얼굴인식[13], 정맥인식 등이 있으며 이중 얼굴인식과 지문인식은 스마

트폰에서 활발히 인증으로 사용 중이며 다른 생체 인식 인증보다 사용하거나 처리 비용 면에서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생체 인식

기반은 판단 모호성이 아직도 존재하며 사용자 개인의 생체정보의 유일성은 단순한 복제나 위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악의적인 

도용으로 3D이미지를 활용하여 얼굴인식을 도용한다던가 지문의 본을 떠서 지문인식을 위조할 수 있다[9,10]. 이는 사용자가 사

용하기 쉽고 분실의 염려나 손실될 위험은 없으나 판단의 모호성과 보편성, 유일성, 지속성과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획득성

이 중요하다. 단점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다른 인증에 비해 고가이며 신체상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인증이 불가한 문제점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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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기존의 인증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사

회 공학 공격의 다양한 공격 대비보다 강한 인증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사용자 인증 방법 중 지식 기반 인증과 생체 기반 인증을 

혼용하여 스마트폰 기기 기반 사회 공학 공격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입력 편의성 및 기존

의 인증보다 강한 인증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관련 연구

2.1 이중 표시 인증(A Dual-display Authentication)

이중 표시 방법[14]을 이용한 패스워드 사용자 인증 기법은 지식인증 기반으로 하나의 버튼에 숫자와 색의 두 가지 정보를 사용

하며 사용자는 패스워드로 색이나 숫자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혼용하여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사용자를 인증하

는 기법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는 미리 패스워드를 정하고 저장하는데 패스워드를 번호로만 할 

것인지 색 정보를 이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두 개의 정보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숫자를 선택할 때는 버튼을 

짧게 터치하고 색을 선택할 때는 길게 터치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인증단계에서 스마트폰 스크린 Fig. 2에서 버튼의 시간에 관계 없이 패스워드를 선택한다. 가령 패스워드가 [3, 5, 노랑, 파랑]

인 경우 숫자와 색 정보가 같이 나타나는 화면에서 순서대로 버튼을 선택하여 인증하며 실패하면 다시 랜덤으로 재배치 된다. 이

는 사회 공학 공격에서 어깨너머의 공격이나 스머지 공격을 피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관찰 및 레코딩 공격에는 취약하며 패턴

락을 비교했을 때 단순한 이미지로의 인증보다 숫자와 색이라는 조합의 정보를 인지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용자의 편이성이 낮

다고 볼 수 있다.

Fig. 1. Flow chart of password setting Fig. 2. Authentication phase

2.2 이미지 정보 기반 키패드(Image Information-based Secure Keypad)

이미지 포인터를 이용한 인증키[15]기법은 기존의 보안키패드 기법[16]을 발전시켜 사용자가 인증시 이미지와 순환키패드를 이

용하여 사전에 등록된 패스워드를 키패드를 움직여 정해진 포인터에 패스워드 값을 하나씩 이동하여 선택하며 인증하는 그래픽 

인증기법이다. 제안된 순환식 키패드 구조는 Fig. 3과 같이 상하좌우 순환식 구조를 가지며 초기 레이아웃은 스크린 Fig. 4에서 

터치 지점 좌표를 정하며 좌표는 임의로 변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사용자가 선정한 이미지를 중첩하여 포인터를 사용하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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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지의 포인터를 새의 눈으로 설정하고 패스워드가 ‘tree’일때 순환키 패드로 

‘t’를 새의 눈인 포인터로 이동한 후에 키패드에서 손동작을 떼거나 탭키를 사용하여 입력을 완료한다. 그다음 패스워드 ‘r’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순환 키패드와 사용자만 알고 있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의 조합으로 스머지공격, 어깨너머 공

격 등 사회공학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지연시간이 지연되거나 키패드를 사용하므로 패스워드가 복합문자 형식인 경

우 인증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점이 있다.

Fig. 3. Qwerty key layout and initial layout random positioning Fig. 4. Authentication key input with image pointer

2.3 부분 숨김 패스워드 방식(Partially Hidden Password Systems)

숨겨진 암호시스템[17]은 지식기반 인증으로 어깨너머 공격 대비를 중점적으로 제안한 시스템이다. 부분적으로 숨겨진 암호 

시스템으로 제안된 핵심 아이디어는 암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사용자의 암호를 지정된 그리드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된 암호를 숨길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해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여 설정된 암호로 이동하여 인증을 한다. Fig.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 행과 열은 사용자가 설정된 암호가 중복되지 않게 순열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한 열(W)에는 하나씩 나타나게 하

며 그리드의 크기(W, H)와 암호의 크기(N)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의 패스워드(3, 6, 7)를 정한 후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그리드의 크기(W=3, H=3) 내

에서 회전 및 이동하여 인증을 한다. 이 기법은 어깨너머 공격에는 강할 수 있으나 그리드를 이용하여 인증 시 사용자의 편이성이 

떨어지고 인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장시간의 노출과 레코딩에 의해 정형화된 그리드의 패턴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Fig. 5. The proposed partially hidden system Fig. 6. Partially hidden password system with H=3 and W=3

2.4 T-LOCK 인증(T-LOCK Authentication)

T-LOCK 인증 기법[18]은 단일요소 기반의 패턴락의 보안 안전성을 위해 3중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식 기반, 소유 

기반, 생체 인식 기반의 요소를 이용하는 인증 기법으로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턴의 모양을 그리고 지문 인식 그리고 터치 

압력의 변화기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증의 요소로 사용한다. 이 기법은 사용자는 패턴의 형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압력정보 

그리고 사용자의 지문정보로 인지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서 인증 시 소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기법 또한 사회 공학 공격

에 있어 패턴 인증에서 발생하는 스머지 공격과 위조 지문 활용을 피해 갈 수는 없으며 압력의 요소는 압력의 값을 정확하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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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패턴이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압력의 값을 설정하고 인증 시에 사용자는 압력의 강도 여부를 패턴의 구간에 따

라 인지하는 것도 인증시에 어려움이 따른다.

Fig. 7. Example of pattern input and measured pressure change

3. 제안하는 스마트폰 융복합 인증 기법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텍스트 기반 및 패턴락 기법의 사회적 공학 공격에 대한 보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며 엿보기, 

레코딩, 스머지 그리고 패스워드 추정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패턴을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에 생체 기반 인증인 지문정보를 사

용하여 보다 강력한 인증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인증 절차의 설계는 Fig. 8과 같다. 기존의 패턴 인증에서는 사회 공학 공격에 

모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나 스머지 공격에 약하다. 사용자가 익숙한 단순한 패턴의 배열 대신 이미지로 바꾸고 어깨 너머 공격

이나 레코딩 공격에 대비 이미지는 스마트폰 인증 시 매번 위치를 바꾸어 디스플레이 된다. 스머지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자

는 패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이미지가 랜덤하게 나타나면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사용하여 선택하는 방식이다. 

12개의 이미지는 사용자가 언제나 원하는 이미지로 다시 세팅할 수 있으며 이중 3개을 선택하여 미리 비밀정보로 저장하고 순서

에 따라서 지문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므로 레코드 공격에도 자유로우며 지문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지 인증값을 모르면 인

증될 수 없다.

Fig. 8. Design of the authent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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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가 초기 스마트폰 인증시 시작화면은 이미지 12개(3×4)가 랜덤으로 나타난다. 이미지로 사용할 썸네일 이미지는 사전

에 사용자가 만들어 저장할 수 있고 원하는 여러 가지의 그림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에 그중에 원하는 이미지 12개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인증시 랜덤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이는 언제나 이미지 노출이 있을 시에 사용자가 스마트폰 데

이터베이스에서 다시 다른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다.

3.2 이미지 선택 및 비밀키 선택

Fig. 9와 같이 스마트폰 인증 첫 화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12개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12개의 이미지를 미

리 선택하여 등록한다. Fig. 9의 예시는 각각 다르게 선택한 샘플이다. 그리고 이중 3개의 이미지를 인증 이미지로 선택하고 그중

의 하나의 이미지는 비밀키로 선택을 하여 저장한다. 예를 들어 Fig. 9에서 첫 번째 스마트폰 인증화면의 12개의 랜덤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스마트폰 아래 미리 선택하여 저장된 인증 정보 3개의 이미지가 있고 선택된 하나의 이미지는 비밀키로 사용

된다. 마찬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스마트폰 인증화면도 다른 랜덤화된 썸네일 이미지와 비밀정보로 선택된 3개의 이미지 그리고 

각각 키값이 다른 예시를 보여준다.

Fig. 9. User-selected 3×4 images and secret key

3.3 사용자 지문 정보 등록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이 장착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기술 개발[19]에 근거 지문 스캔이 가능한 차

세대 스마트폰의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사용자 손가락의 정전식 지문 센서 정보를 스크린에서 감지하여 인증 요소로 

적용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썸네일 이미지 기반에 이 지문정보를 적용하였다. 사용자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등록하고 스

마트폰 스크린 전체가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할 때 선택된 이미지와 지문의 복합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 인증의 정보로 사용한다.

3.4 인증 단계

제안된 인증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 10과 같다. 사용자는 사전에 스마트폰 데이터 베이스에 원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저장하

고 그중에서 인증화면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인증시에 선택된 이미지에서 인증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사용자 지문정보가 있는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여 인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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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proposed authentication process of finger print based on images from DB

사용자 인증단계 Fig. 11에서 사용가 스마트폰을 인증할 때 시작 화면은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전에 선택하고 등

록된 12개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 이미지들은 인증할 때마다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그 위치를 바꾼다. 이 화면에서 미리 저장

된 3개의 인증 이미지를 선택하면서 인증이 된다. 단, 그중 비밀키로 선택된 하나의 이미지는 사전에 설정된 순서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

Fig. 11. Flow chart of user authentication

예를 들어 Fig. 12에서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으로 3개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인증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가운데 이미지가 비밀키 값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비밀키로 저장된 이 이미지는 두 번째로 선택을 해야 한다. 나머지 두 이미지는 

순서를 바꾸어서 선택해도 상관없다. 선택될 후보 이미지들은 랜덤이며 기존의 패턴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

의 지문 패턴이 남지 않는다. 또한 선택할 이미지가 랜덤으로 바뀌기며 비밀키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깨너

머의 공격 및 레코딩 공격에도 안전하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비밀 이미지 정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강한 인증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지문이 위조된다 하더라도 선택 이미지의 정보를 모르면 인증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안전하다. 기존의 패턴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기억하기 용이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체 인식의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융복

합 강한 인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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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ser-selected 3×4 images and secret key

4.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회 공학 공격에 대한 보안 안전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염두 하였다. 기존의 지식기반, 소유기

반 그리고 생체 인식 기반에 대한 자료를 연구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지식기반의 인증 방식은 오로지 사용자의 정

보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 값으로 인증이 비교적 방법이 간단하고 저렴한 관리 비용이들지만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정보

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인 기본 정보가 누출되면 공격자가 쉽게 누출된 정보로 비밀정보의 추측이 가능하다. 소유기

반 인증만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소유물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분실하거나 공격자가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정

하게 사용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에서 오는 단점을 탈피하고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사용하며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한 안전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생체 인식 기반에서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융복합 인증을 제안하

였다. 지문이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미지 비밀정보를 모른다면 인증할 수 없도록 강한 인증을 제시

한다. 우리는 먼저 기존연구와 제시한 연구기법에 대한 안전성 및 편의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

4.1 안전성 비교 분석

제안된 기법은 사회적공학 공격 대비 강한 보안과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다. Table 1은 사회공학 공격에 대한 안전성

을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한 비교표이다. 기존의 인증 기법들도 단순한 패스 코드를 숫자의 조합으로 입력하거나 패턴락을 기본

으로 다양한 요소의 정보를 추가하면서 인증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공학공격의 유형별에서 각각의 취약함은 피

해 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증을 위하여 스마트폰 스크린에 비밀정보 입력은 값이 다른 형태의 정보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반

복적인 형태의 정보는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어깨너머공격, 스머지 공격 및 레코딩에 의해 누출될 확률이 크다. 사회공학 공격의 

유형별 안전성은 직접적인 공격에서는 기존 패턴인식 기법에서 발전되어 정보 인증요소를 추가하면서 대부분 강한 인증을 보이

나 Dual Display 기법은 숫자키패드와 색상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해도 지속적인 관찰인 레코딩 공격에서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Partially Hidden Password 기법 역시 레코딩 공격에서 일정한 설정 패턴이 유추가 가능해지면 노출의 위험성이 다소 있

다. 그러나 간접적인 공격에서 스머지공격에서는 전반적으로 패턴락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 값이 랜덤화 하거나 행렬의 값을 사

용하므로 이 공격이 다소 강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관찰로 인한 정형화된 숫자 패턴의 비밀정보 값으로 전수 공격에 피할 수 없

는 기법으로 숫자 값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약한 인증을 보인다. T-LOCK 기법의 경우는 패턴락을 사용하기는 하나 패턴을 유추

하더라도 지문과 압력 값을 사용하므로 강한 인증이나 또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머지 공격 부분에서 조건에 따라 노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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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따라서 패스워드 유추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강한 인증이라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랜덤한 썸네일 이미지

의 고정적이지 않은 정보 입력과 지문 센서 정보 방식으로 스머지 공격 및 어깨너머 공격 그리고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비밀

정보의 추정이 어려우며 시각적으로 유출되는 보안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선택된 이미지 정보에서 비밀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미지의 순서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정보 유출 공격에 강인하다. 만약 위조된 지문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지 사전 비밀정보가 

없으므로 인증에 실패하게 된다.

Table 1. Security comparison (H: High, M: Moderate, L: Low)

Type of attack
User authentication method 

Dual display Image keypad Partially hidden password T-lock Proposed

Direct
Shoulder surfing M H H H H

Recording L H M H H

Indirect
Smudge H H H H (conditionally M) H

Password guessing M H M (conditionally L) H (conditionally M) H

4.2 편의성 비교 분석

Table 2는 사용자의 편의성 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 분석한 표이다. 먼저 사전에 인증으로 사용될 비밀정보 패스워드 등

록 용이성, 인증 로그인 절차, 비밀정보의 기억용이 여부, 정보 데이터값 입력 오류 여부, 입력 속도 그리고 로그인을 할 때 걸리

는 전체적인 시간을 사용자에서 기존 기법들과 상호 비교한 사용자 편의성 비교표이다. 사전 비밀번호 및 정보 등록의 유용성에

서는 기존의 단순한 숫자 조합이나 패턴락을 사용하는 기법에서 정보를 조합하거나 암호 기반 비밀 행렬 및 이미지 기능을 추가

하여 전반적으로 등록과정이 늘어났다. Image Keypad인 경우는 사전 등록 시 이미지 포인터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연시간이 생

기며 T-LOCK기법은 인증 요소가 2중으로 설정되고 입력 시의 패턴 구간별 압력 값 설정 부분에서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제안

된 기법도 이미지 선정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되나 비교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Table 2. Usability comparison (H: High, M: Moderate, L: Low)

Usability classification
User authentication method 

Dual display Image keypad Partially hidden password T-lock Proposed

Password registration usability M M M M M

Login process usability M H M M H

Easy to remember L H M M H

Typographical error M L M L L

Typing speed L M L M H (conditionally M)

Amount of time spent for login process L M L M H

인증하는 로그인 단계 처리 부분에서는 Dual Display는 지식기반 인증으로 기억의 용이성 부분에서 사용자가 숫자 정보 혹은 

색상정보를 혼합하여 인증하므로 실제 로그인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Image Keypad인 경우는 포인터 지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지연시간 없으며 Partially Hidden Password는 정해진 그리드 행렬에서 비밀정보를 선택하므

로 기존 대비 등록 시간이 늦어 보인다. 또한 T-LOCK 기법은 패턴에 지문을 사용하며 구간별 압력 값을 차등으로 처리하면서 

지연시간이 다소 발생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썸네일 이미지중에 선택된 이미지만 등록된 지문으로 선택함으로써 지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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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비 크지 않다.

비밀정보의 기억용이성 여부에서는 기존 비교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지식 기반 인증인데 숫자와 색상을 사용하는 기법 Dual 

Display는 용이하지 않으며 Partially Hidden Password 숫자 기반 인증이기는 하나 혼합형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비교 인증 시 

조건에 따른 용이성을 평가하였다. T-LOCK인 경우는 2중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턴의 순서 그리고 압력 값 등을 인증 시 인

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제안된 기법은 시각적인 이미지 인증이기 때문에 Image Keypad와 기억의 용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 데이

터값 입력 오류 부분에서는 복합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Dual Display를 제외한 다른 기법들은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인중 정보 

입력 속도면에서도 패턴락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 부분들은 복합적인 요소 부분들이 있어 그에 비해 보통으

로 평가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미지 썸네일을 선택할 때 비밀키 이미지 정보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다소 지연을 보일 수 있지

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보통을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로그인에 소비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별다른 차이는 없으

나 숫자 정보와 색 정보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Dual Display와 그리드 행렬을 사용하여 숨겨진 비밀정보를 선택하는 Partially 

Hidden Password는 기존 연구 대비 소비 시간이 증가한다. Image Keypad인 경우는 순환키로 이동을 하여 포인트를 사용하는 

기법에서 T-LOCK은 패턴을 그리고 그 구간의 압력 값을 차등화 두는 시점에서 각각 소비 시간 지연이 다소 있다. 제안된 기법

에서는 등록된 지문을 가진 사용자가 썸네일 선택 이미지만 선택하면 로그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으나 때에 따라 이미

지 랜덤을 사용하거나 이미지중에 비밀키 이미지의 순번을 고려할 때 대비해서 부분적 시간 지연 중간값을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의 목적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확보하여 단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에서의 

새로운 인증 제안 기법 또는 사용자 편에서 보다나은 편의성을 갖는 것이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인증 시 사회 공학 공격에 대비

하고 최소한 인증 오류를 줄이고 사용자 기억의 용이성을 높이기 썸네일 이미지 인증 기법을 제안하고 좀 더 강한 인증을 제안하

기 위하여 생체인식 인증의 요소를 첨가하였다. 이는 어느 하나가 유출되고 위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인증할 수 없는 강한 인증이다. 또한 두 가지의 복합인증이지만 지문 센서로 단순하게 이미지만 선택하면 되므로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도 인증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5. 결 론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문명은 기본적인 역할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생활 밀착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집합체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보안 문제가 무엇보

다도 중요시되며 어느 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이고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킨다. 제안하는 방법은 

썸네일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생체인식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 유출의 확률적 안전성을 공격자로부터 높이며 기존 방법들 

대비 어깨너머공격, 스머지 공격, 레코딩 공격 그리고 패스워드 추정 공격 등 사회 공학 공격에 대해 높은 안전성을 보인다. 사용

자 편의성 면에 있어서도 기억하기 용이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체 인식 요소를 더하였

다. 향후 제안하는 방법에서 단순하게 이미지를 지문으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이미지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더 고려

하고 지문 센서뿐만 아니라 다른 생체정보 인증 기법에 대하여 고려하여 보다발전된 인증 기법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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