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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발 의 빠른 진보성으로 인해 탄생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격한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기능과 휴 성을 갖춘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존하게 되면서 개인 정보 보호를 한 

화면 잠  기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은 다양한 화면 잠  기능을 선택하여 

설정 할 수 있다. 다양한 화면 잠  기능 에 패턴 락은 직 인 인터페이스로 인한 편리함과 보안

성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패턴 락은 한정된 화면 잠  패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화면 잠 을 해제하는 경우에 쉽게 타인에게 패턴이 노출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8-방향성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패턴 락의 한정된 패턴 수와 타인에 한 패턴 노출을 개선하여 보안성을 높인 

SDL(Smart Device Lock)-8way를 제안한다.

 

1. 서론1)

  재 스마트 디바이스는 많은 기능을 통한 편리함과 간

편한 휴 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2012년 방송통신 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 수는 2011년도 비교하 을 때에  

45% 증가한 3273만 명이라고 발표하 다[1]. 스마트 디바

이스의 이용자 수는 날로 증가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

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에 의존 이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일, 동 상 일, 음성 일) 보

호를 한 화면 잠  기능을 원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화

면 잠 이 개발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화면 

잠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4,5,6,7,8].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자 연령층은 주로 20 에서 30

에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연령 가 은 층

인 경우에 시스템에 한 안 한 보안성을 요구하고 있다

[9]. 재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내장된 잠  기능으로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패턴 락, 비 번호, 

얼굴 인식[2], 지문 인식[3] 등 다양한 종류를 제공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

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301-13-4007)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부분의 사용자들은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나 패턴 락을 사용

하고 있지만, 불편함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패턴 락의 한정된 패턴 수와 패턴 노출

에 한 단 을 보완한 SDL(Smart Device Lock)-8way

를 제안한다. SDL(Smart Device Lock)-8way는 8-방향성

을 통해 화면 잠 을 한 패턴의 수가 한정되지 않고, 패

턴 노출을 최소화하여 보안 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2. Pattern Lock과 PIN

2.1 Pattern Lock

  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잠  기능인 

패턴 락의 입력 방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왼쪽 그림과 같이 패턴 락은 3x3의 형식으

로 배치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기에 원하는 치의 버튼

을 클릭하여 다른 버튼을 경유하게 되면서 패턴을 설정한

다. 화면 잠 을 설정한 경우에는 설정한 패턴과 동일한 

입력을 해야만 화면 잠 이 해제된다. 이 듯 패턴 락은 

직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에 편리하지만 

패턴 설정시에 경유한 버튼을 재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한정 인 패턴의 수를 제공하여 보안성에 취약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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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 잠 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화면 노출로 인해서 

타인이 처음 시작한 부분만 알게 되면 다른 부분을 유추

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해제가 가능하다.

(그림 1)Android Pattern Lock

 

  (그림 1)의 안드로이드 패턴 락 설정 방법에 한 를 

설명한 화면이다. 기존 패턴 락은 왼쪽 그림처럼 3x3 형

식 치해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사용자의 패턴입력을 나

타내는 화면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용자가 1-2-3-6번 

순서 로 패턴을 입력한 뒤 다시 2번의 버튼으로 패턴 입

력을 원하지만 지나간 부분의 패턴은 재입력 할 수 없다.  

2.2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은 원시 인 잠  기능 의 하나로 스마트 디바이

스를 사용하기 이 부터 많은 디바이스에 주로 사용되었

다. 과거에 사용되던 디바이스에서는 4개의 번호만 입력이 

가능했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16개

의 번호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  16개로 설정하

을 경우에 입력한 번호를 항상 숙지하고 다니기 어렵고 

혼돈의 요지가 되기 쉽다. 사용자들은 PIN 번호를  쉽게 

해제하기 해서 간단하게 설정하게 되면, 타인에게 노출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3. SDL( Sm art Devi ce Lock) -8way 설계

  SDL(Smart Device Lock)-8way은 Activity, DB 

Manager, Service, D-Compare, User Interface로 나뉘며 

(그림 3)은 체 구성도이다. 

(그림 3) SDL(Smart Device Lock)-8way 구성도

  Activity는 세부 으로 화면 잠 을 설정한 경우에 보여

주는 Lock_Screen, 화면 잠 을 한 패턴을 재설정하는  

Reset_Screen, 화면 잠 을 한 설정 방법을 알려주는 

Guide로 구성되어 있다. DB Manager는 처음 실행시에 

사용자가 입력한 화면 잠 의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 한 DB_Insert, 화면 잠 을 한 패턴이 수정된 

경우에 반 하기 한 DB_Update, 사용자가 화면 잠 을 

해제하기 해 패턴 입력시 동일 여부를 단하기 한 

DB_Check로 이루어져 있다. Service는 안드로이드 랫

폼에서 제공해주는 KeyguardManager를 통해 화면 잠  

 해제 기능을 한다. D-Compare는 화면 잠 의 패턴을 

사용자가 입력할 경우에 처음 입력한 패턴과 두 번째 입

력한 패턴의 동일 여부를 단하는 D-Analysis, 입력받은 

두 패턴에 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재입력을 받기 

한 Retry로 이루어져 있다. User Interface는 Lock과 

Unlock을 사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Setting, 사용자가 입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Direction으

로 이루어져 있다. 한 사용자가 입력한 동일한 패턴을 

재입력 받기 한 화면으로 환하는 버튼, 사용 방법에 

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화면에서 패턴의 입력을 받기 

한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 화면 잠 의 설정 취소를 

한 Cancel버튼, 사용자가 입력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 한 Save버튼, 화면 잠  기능이 실행되었을 

경우 화면 해제를 한 Open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4. SDL( Sm art Devi ce Lock) -8way 구

  SDL-8way는 기존 잠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방향으로 패턴을 입력할 수 있다.

  SDL-8way가 실행되면 (그림 4)의 ①번은 사용자에게 

패턴 설정 과 사용 방법에 한 설명이 나온다. ①번 화면

에서처럼 OK버튼 르게 되면 ②번 화면으로 환되고 

패턴 입력을 요구한다. 사용자는 동(→), 서(←), 남(↓), 북

(↑), 북동(↗), 북서(↖), 남동(↘), 남서(↙) 8방향으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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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입력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패

턴을 입력한 뒤에 ③화면에서처럼 NEXT버튼을 르게 

되면 동일한 패턴에 해 재입력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출

력 되면서 ④번 화면으로 환된다. ④번 화면에서는 사용

자가 패턴을 모두 재입력 한 뒤에 ⑤번 화면에서처럼 

SAVE 버튼 클릭하는 데 이 때, 처음 입력했던 패턴과 동

일 여부를 단한 뒤 동일한 경우에 패턴 락의 잠  기능

이 실행된 ⑥번의 화면을 실행한다. ⑦번 화면은 잠 을 

해제하기 환 화면이다.

(그림 4) SDL(Smart Device Lock)-8way 살행 화면 

(그림 5) SDL(Smart Device Lock)-8way의 재설정 화면

  (그림 5)는 패턴을 재설정 할 경우 나타나는 실행화면이

다. 먼 , (그림 5)의 ①번은 기존에 설정한 비  패턴이 

있는 경우에 동일 여부를 단하기 해 사용자로부터 패

턴을 입력 받는 화면이다. 동일한 패턴을 입력한 뒤에 ②

번 화면에서처럼 CHECK버튼 클릭하게 되면 ③번 화면으

로 넘어간다. ③번은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비  패턴을 

입력하는 화면이다. 새로운 비  패턴을 입력한 후에 ④번

의 화면처럼 NEXT버튼을 르게 되면, 입력된 패턴을 확

인하기 한 ⑤번으로 넘어간다. ⑤번은 ③번에서 입력한 

패턴과 동일하게 입력한 뒤에 ⑥번 화면에서처럼 SAV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비  패턴으로 업데이트하

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⑤번에서 동일한 패턴을 입력하

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한 비  패턴이 기화되면서 다시 

비  패턴을 입력해야 한다.

  (그림 1)의 안드로이드 패턴 락처럼 동일한 패턴 방향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을 방향성 인식을 이용하여 개선함

으로써 패턴을 재입력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해 쉽고 빠르며 보

안성이 높은 화면 잠  시스템을 제공하기 해 

SDL(Smart Device Lock)-8way를 제안하 다. 

  SDL-8way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어려운 비 번호 설정에 해 숙지하기 쉽도록 방향성을 

이용하여 비  패턴을 설정하 다. 한, Pattern Lock의 

단 인 한정된 패턴 수와 패턴의 노출을 개선하기 해 

화면의 재사용을 통한 패턴의 제약을 투명하게하고 방향

성에 해 매 입력마다 기화하여 패턴의 노출을 감소시

키도록 제공하 다. 

  향후에는 화면에 한 잠   해제를 한 번의 입력을 

통해 해제 는 잠  패턴을 설정 하도록 하여 편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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