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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서 보안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

전성을 고려한 안전한 패스워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암호 설정 단계에서는 연산자와 연산 결과값을 설정하고, 패스워드 입

력 시 연산 결과값이 되도록 0~9의 숫자를 입력하여 인증을 하도록 한다. 허수를 삽입할 수 있으며 연산에 기반하기 때문에 패

스워드의 길이, 값, 순서를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키워드: 스머지(smurge), 훔쳐보기(shoulder surfing attack), 패스워드(passowrd)

I. 서 론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나 결제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보안장치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이에 많은 사용자 인증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 스마트

폰에서의 사용자 인증 기법인 3x3 패턴 입력방식이나 4자리 숫자 

패스워드 입력방식의 경우 스머지 공격이나 전사공격, 유추 공격, 
훔쳐보기 공격 등에 취약하다[2, 3]. 

본 논문에서는 연산기반의 패스워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패스워드 입력 시 허수를 삽입하고 패스워드의 입력 순서, 
패스워드가 되는 구성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스머지 공격과 

훔쳐보기 공격에 강인하다. 

 2. 연산 기반 패스워드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패스워드 등록 시 사용자가 연산자와 연산값

을 설정하고, 패스워드 입력 시 정수와 설정한 연산자와의 연산 결

과값이 기 설정한 연산 결과값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안하는 기법은 암호 설정 단계와 잠금 해제 

단계로 구성된다. 암호 설정 단계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임의

의 십진 숫자 하나를 연산 결과 값으로 정하고 연산자(‘+’ 또는 

‘×’)를 하나 선택한다. 잠금 해제 단계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암호 설정 단계에서 설정한 연산자와 1~9 사이의 정수와의 계산 

결과가 연산 결과값이 나오도록 숫자들을 선택한다. 즉, 사용자는 

1~9의 한자리 숫자를 사용하여 패스워드를 완성하며, 입력하는 각 

숫자 사이에는 설정한 연산자가 들어가 연산이 진행된다. 입력된 

숫자에 대한 연산 결과 값과 설정된 연산값이 일치할 경우 잠금이 

해제된다.
예를 들어 암호 설정 단계에서 곱셈연산자와 연산값 90을 입력

했을 경우, [9, 5, 2], [3, 5, 6], [3, 3, 5, 2] 중 하나의 숫자 조합

이 각 숫자와 곱셈연산을 수행했을 경우 90을 만들게 된다. 따라

서 사용자는 잠금 해제 단계에서 세 개의 숫자 조합 중 하나의 조

합을 입력 순서와 상관없이 입력하면 잠금이 해제된다. 이때 곱셈 

연산자의 경우 ‘1’은 연산결과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의 

숫자 조합 중 어느 곳이던지 개수의 제한 없이 삽입이 가능하다. 
즉, 위의 예에서는 [9, 5, 2]도 잠금 해제 패스워드가 되지만, 허수

를 삽입한  [9, 1, 5, 2]도 잠금 해제 패스워드가 될 수 있다. 덧셈

연산 (+)의 경우 ‘0’이 연산 결과에 변화를 주지 않는 허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연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 ‘1’ 또는 ‘0’을 허수

로 하여 패스워드를 구성할 경우 입력 값과 길이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훔쳐보기 공격에 보다 안전할 수 있다.
제안한 기법은 사용자가 덧셈과 곱셈 연산을 할 줄 안다는 가정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암호 설정 단계에서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하여 입력한 연산값을 만들어주는 패스워드를 HINT로 

출력하도록 하여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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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산 결과 값 설정화면

 

[그림 2] 암호 입력화면

  

3. 제안 기법의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

사용자 인증 기법에서 안전성을 위해서는 패스워드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생긴다. 
제안한 기법은 잠금 해제 단계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허수를 

이용할 수 있어 패스워드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어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때 제안한 기법은 경우에 따라서 패스워드의 길이

를 조절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는 간편하게,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허수를 활용해 복잡해 

보이도록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적

인 패스워드 입력 방식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패스워드로 설정된 숫자들의 입력 순서, 패스워드

로 입력하는 값을 변경하여도 되기 때문에 훔쳐보기 공격이나 스

머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머지 공격과 훔쳐보기 공격에 안전한 허수를 

삽입할 수 있는 연산 기반 패스워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

은 허수를 이용하여 패스워드의 유효 입력 값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설정시의 입력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스

워드가 생성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허수와 연산의 특성을 활용하여 패스워드의 

길이를 조절하여 입력할 수 있고, 설정단계에서 HINT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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