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77

이중 표시 방법을 이용한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기법 
정재명O, 용승림*

O*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시스템과 

e-mail:dinas1@naver.comO, slyong@inhatc.ac.kr*  

Password Based User Authentication scheme Using Dual 
Display 

Jae-myoung JeongO, Seunglim Yong*

O*Dept. of Computer Systems and Engineering, Inha Technique college

● 요   약 ●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가는 중요 정보의 저장과 분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다양한 기기의 사용자 인

증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숫자 입력 방식의 버튼에 색 정보를 추가하여 스머지 및 훔쳐보기 

공격에 강하도록 한 패스워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하나의 버튼에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훔쳐보기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색 정보의 변경으로 스머지(Smudge) 공격, 무작위 공격에도 강인하도록 한다. 

키워드: 패스워드(password), 이중 표시(dual display), 인증(authentication)

I. 서 론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신상정보, 금융정보, 
사진 등 중요정보가 저장되면서, 모바일 기기의 분실 및 도난에 대

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사용자 인증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그래

피컬 방식, 숫자 기반의 개인 식별 번호(PIN), 지문인식 방법 등이 

있다. 지문인식 방법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거나 바이오정보가 

노출되어도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그래피컬 

방식과 숫자 기반의 개인 식별 번호 방식은 편리성에 있어 장점이 

있으나 어깨 너머로 훔쳐보는 Shoulder Surfing Attack(SSA)이
라 하는 공격에 취약하다고 알려져있다[2-4].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안전한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숫자 기반 식별 번호 방

식에 색 정보를 추가하고 색정보 입력판을 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기법들의 약점을 보완한다. 

II.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기법

제안하는 인증방법은 숫자 입력을 위한 숫자 버튼에 숫자 정보

와 색 정보가 동시에 표시되는 이중 표시 방법을 이용한다. 사용자

는 패스워드 입력을 위하여 버튼에서 제공하는 숫자와 색 정보 중 

숫자 또는 색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입력 행위는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동일하다.  
제안 기법은 패스워드 설정단계와 인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설정단계에서 사용자는 인증 단계에서 입력할 패스워드를 설정하

게 된다. 사용자가 네 자리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중복

을 허용하여 네 자리의 숫자나 네 가지의 색, 또는 숫자와 색의 

조합으로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은 

화면에서 사용자는 네 자리 패스워드를  [5,2,3,5]와 같이 숫자만 

선택하거나 [파랑, 주황, 노랑, 파랑]과 같이 색만, 또는 [5, 주황, 
3, 파랑]과 같이 숫자와 색을 조합하여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 패스워드 입력 화면 

 

 

인증 단계에서는 설정 단계에서 저장한 대로 암호를 입력하면 

저장된 정보와 입력된 값을 비교하여 정확한 암호를 입력하면 잠

금이 해제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숫자는 섞이지 않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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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위치에 고정된 숫자가 표시되나 색상은 무작위로 섞여 표시

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확한 암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패

했다는 메시지를 보이고, 메시지가 사라지면 번호의 배열은 변경 

없이 표시되고, 색의 배열은 변경된 상태로 표시되게 된다. 

III. 제안 기법의 안전성 및 효율성 분석

  제안한 기법에서는 기존의 숫자 입력 방식과 같이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암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4자리 이상의 암

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터치기반 모바일 기기의 경우, 사용자가 인증을 위해 터치스크

린 위의 일정한 자리를 반복하여 입력하는 경우 스머지 공격에 노

출되기 쉽다. 제안 기법은 색깔 디스플레이를 무작위로 하므로 자

리가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스머지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어깨너머 공격을 

수행한다고 해도 번호를 누른 것인지 색을 누른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엿보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무작위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암호 공간의 크기로 살펴보면 

패스워드가 네 자리라고 가정할 때 기존의 숫자 입력 방식은 암호

공간의 크기가 104 이지만 제안 기법은 하나의 버튼에 두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4으로 기존의 숫자입력 방식에 

비해 늘어나게 되어 좀 더 안전하게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머지 및 훔쳐보기 공격에 강하도록 기존의 숫자 

입력 방식의 버튼에 색 정보를 추가한 패스워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하나의 버튼에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훔쳐보기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색 정보의 변경으로 스머지

(Smudge) 공격, 무작위 공격에도 강인하게 설계하였다. 제안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 기법의 편의성과 안전성의 증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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