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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보안 은 비 번호를 훔쳐보는 것이다. 비 번호 훔쳐보기는 비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에서 

지켜보고 비 번호를 획득하려고 하는 행 로서 비 번호를 획득하는 가장 통 인 방법이며 강력한 보안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심리학에 기 한 비 번호 훔쳐보기로부터 안 한 기술인 역동 인증 체계(DAS)라 불리는 비 번호 입력 기술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한 역동 인증 체계의 비 번호 훔쳐보기에 한 안 성을 직 인 , 훔쳐보기 실험, 이론 인 분석으로 구분하여 검증하

다. 비 번호 훔쳐보기로부터 안정성이 입증된 역동 인증 체계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를 설계하여 구 하 다. 구 한 비 번호 입력기

는 일반 패스워드 입력방식 보다 훔쳐보기 공격자의 비 번호 획득 확률을 하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운 하는 융자동화기기에 

용  운 되기에 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융기 에서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

키워드 : 비 번호 훔쳐보기, 비 번호 입력기, 역동 인증 체계, 보안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inpad using 

Secure Technology from Shoulder Surfing Attack

Kang, Moon-Seol†․Kim, Young-Il††

ABSTRACT

When entering the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he greatest security threat is shoulder surfing attack. Shoulder surfing attack is 

watching the PIN being entered from over the shoulder to obtain the number, and it is the most common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powerful security threat of stealing the PIN. 

In this paper, a psychology based PINpad technology referred to as DAS(Dynamic Authentication System) that safeguards from 

shoulder surfing attack was proposed. Also, safety of the proposed DAS from shoulder surfing attack was tested and verified through 

intuitive viewpoint, shoulder surfing test, and theoretical analysis. Then, a PINpad with an internal DAS that was certified for its safety 

from shoulder surfing attack was designed and produced. Because the designed PINpad significantly decreases the chances for shoulder 

surfing attackers being able to steal the PIN when compared to the ordinary PINpad, it was determined to be suitable for use at 

ATM(automated teller machine)s operated by banks and therefore has been introduced and is being used by many financial institutions.

Keywords : Shoulder Surfing Attack, PINpad, DAS(Dynamic Authentication System), Security Threat

1. 서  론 1)

사용자 인증은 서비스 요구자나 시스템 근자가 인가된 

사용자 인가를 확인하는 보안 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사

용자 인증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솔루션을 인증 시스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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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증 시스템이 사용자 인증을 해 이용하는 정보에

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생체 정보이고, 두 번째는 매

체에 장되어 있는 정보이며, 마지막은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이다[1]. 매체 장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매체 소유자를 인증하지 않는 경우와 매체 소유자를 추가로 

인증하는 경우로 나 어진다.

매체 장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비 번

호로 매체 소유자를 추가 으로 인증하는 비 번호 입력기

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 카드결제 시스템에서 비

번호로 카드 소유자를 인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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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용카드결제시스템 구성도

고 있다. 카드 소유자 인증은 주로 사인(Signature)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2000년  들어 비 번호 인증을 용하는 국

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국과 같이 카드결제시스템에서 비

번호 인증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를 도입한 국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2].

카드결제 시스템 사용자가 안 하게 비 번호를 입력하도

록 하는 기술  장비가 개발되어 융기 에서 활용되고 

있다. 카드결제시스템에서 카드 소유자 인증 비 번호는 비

번호입력기[3, 4]라 불리는 비 번호 입력 용단말기나 

카드결제기에서 입력되며, 입력된 비 번호는 카드결제기나 

POS(Point Of Sale) 시스템[5]을 통해 VAN(Value Added 

Network)사로 송된다. 

한편, 보안 은 온라인 보안 과 오 라인 보안

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보안 은 통신로를 이용한 정보보

호에 반하는 행 를 말하며, 가로채기, 변조, 장 등이 온

라인 보안 에 해당한다. 오 라인 보안 은 통신로를 

이용하지 않는 정보보호에 반하는 행 를 말하며, 온라인 

추측공격과 비 번호 훔쳐보기가 오 라인 보안 에 해당

한다. 비 번호 입력기는 카드결제기나 POS 시스템과 시리

얼 통신을 하기 때문에 비 번호 입력기에서는 온라인 보안

을 고려하지 않는다. 온라인추측공격은 비 번호를 획

득할 때까지 비 번호 후보를 반복 입력하는 행 를 말한다

[6, 7]. 온라인추측공격 방지는 주로 비 번호 오류 입력 횟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이용된다[8, 9]. 이러한 경우 온라인추

측공격에 해 안 하다고 정의되지 않으며, 한 안 하지 

않다고도 정의되지 않는다. 반면 자주 러진 버튼들이 닳

아져 시도해 보아야 하는 비 번호 후보가 어든 경우는 

온라인추측공격에 해 안 하지 않다고 말한다. 비 번호 

훔쳐보기는 비 번호 르는 걸 에서 지켜보아 이를 획득

하는 행 를 말한다[10, 11]. 비 번호 훔쳐보기는 비 번호

를 획득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보안 으로, 비 번호 

입력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안 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자로부터 안 한 비

번호 입력 기술인 역동 인증체계(DAS : Dynamic Authen-

tication System)를 제안하여 안 성을 검증하 으며, 이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를 설계  구 하 다. 

먼  인지심리학에 기 하여 훔쳐보기로부터 안 한 기술인 

역동 인증 체계(DAS)라 불리는 비 번호 입력기술을 제안

하 다. 이 기술은 비 번호 입력을 한 숫자가 무작  순

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상태에서 비 번호를 입력하도록 

구성하여 비 번호를 르는 과정을 에서 훔쳐 도 알 수 

없도록 하 다. 이를 입증하기 하여 DAS가 비 번호 훔

쳐보기로부터 안 함을 직 인 , 훔쳐보기 실험, 이론

인 분석으로 구분하여 안 성을 검증하 으며, 검증 결과 

일반 패스워드 입력방식보다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자의 

비 번호 획득 확률이 하게 낮아짐을 입증하 다.  그

리고 홈쳐보기로부터 안 한 기술인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를 설계  구 하 다.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의 펌웨어 구조와 로세스, 그리고 하드웨어 

모듈을 설계  구 하 고, 시제품이 비 번호 훔쳐보기로

부터 안 함을 확인하 다. 특히, 비 번호 훔쳐보기 방지를 

하여 DAS를 내장시켜 구 한 비 번호 입력기는 융보

안연구원(FSA : Financial Security Agency)으로부터 융

기 에서 운 하는 융자동화기기에 용  운 되기에 

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융기 의 인출기와 인터

넷 뱅킹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카드

결재시스템과 비 번호입력기, 비 번호 훔쳐보기 방지를 

목 으로 한 련 기술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비 번호 

입력기술인 DAS를 제시하고, DAS의 온라인 추측공격  

훔쳐보기에 한 안 도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DAS를 내

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 구  내용을 기술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2. 련연구

2.1 카드 결제 시스템과 비 번호 입력기

카드결제시스템의 카드결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① 

결제를 해 사용자는 가맹 주에게 카드를 건넨다. ② 

가맹 주는 카드결제기에서 카드를 읽힌다. ③ 사용자는 비

번호입력기에서 비 번호를 입력한다. ④ 카드 정보와 비

번호가 카드결제기나 POS 시스템을 통해 VAN사로 송

된다. ⑤ VAN사는 융사에 결제승인요청을 한다. ⑥ 융

사는 VAN사에 결제승인 여부를 송한다. ⑦ VAN사는 결

제 승인여부를 카드결제기나 POS 시스템에 송한다. ⑧ 

결제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가맹 주는 사용자에게 표

를 발 한다. 

카드결제시스템에서 비 번호 입력을 한 용 단말기를 

비 번호입력기라 한다[3, 4]. 비 번호입력기는 카드결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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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에서 제시한 비 번호 입력기술 설명을 한 인터

페이스

  

(가) 다양한 형태의 

비 번호입력기

(나) 

카드결제기

(다) 

사인패드

(그림 2) 비 번호 입력기

(그림 4) 소리나무미디어의 비 번호 입력기술 설명을 한 인

터페이스

       

이미지패스워드시스템             페스페이시스

(그림 5) 이미지패스워드시스템과 패스페이시스의 인터

페이스 

와 분리되어 있거나 카드결제기와 일체형으로 존재한다. 

한 카드 소유자 인증을 해 사인과 비 번호를 혼용하는 

경우에 사인패드 기능이 있는 비 번호입력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비 번호입력기는 카드결제기나 POS 시스템과 시리

얼 통신을 하므로 온라인 보안 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

라서 비 번호입력기에서 입력된 비 번호는 암호화되어 카

드결제기나 POS 시스템에 송되지 않는다.

2.2 훔쳐보기 방지 기술

훔쳐보기는 비 번호를 르는 것을 에서 지켜보아 이

를 획득하는 행 이다[10, 11]. 훔쳐보기는 비단 비 번호입

력기에서 뿐 아니라 인출기나 디지털 도어락(doorlock) 

등 비 번호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보

안 이다. 이러한 이유로 훔쳐보기로부터 안 한 기술 개

발을 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12-19, 22-23].

본 논문에서 비 번호 훔쳐보기 방지를 한 모든 기술을 

열거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표  기술 몇 가지를 소

개한다. 먼  [12-14]에서 제안한 기술을 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 번호가 “5619”라 하자. 인터페이스는 10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고(그림 3)(가), 10개의 셀에는 0～9까지의 숫자

가 무작  순으로 나타나 있다(그림 3)(나). 사용자는 마음

속으로 하나의 셀을 선택한다. (그림 3)(나)에서 사용자가 

마음속으로 8번째 셀을 선택했다고 하자. 사용자는 마음속

으로 선택한 8번째 셀에 비 번호 첫 번째 숫자인 “5”가 나

타나도록 증감 버튼을 른 후, “5”가 나타나면 엔터키를 친

다(“5”입력)(그림 3)(다). 한편 사용자가 증감 버튼을 르면 

인터페이스에 나타난 모든 수가 동시에 증감하고, 증감되는 

과정에서 특정 셀에는 특수문자가 나타난다. “5”를 입력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 번호 나머지 숫자인 “619”를 

입력한다.

소리나무미디어(주)는 VIS(Virtual Inputting System)[15]

를 제안하 다. VIS 인터페이스는 세 개의 보드로 그림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비 번호가 “7215”라 하면, 사용자는 

숫자들이 순차 으로 나타난 첫 번째 보드에서 “7”의 치

를 확인하고, 숫자가 무작  순으로 나타난 두 번째 보드에

서 “7”과 동일한 열에 있는 숫자(“2”)를 확인한 후, 숫자들

이 순차 으로 나타난 세 번째 보드에서 “2”를 른다(“7” 

입력). 사용자가 숫자 “2”를 름과 동시에 두 번째 보드에

는 숫자들이 새롭게 무작  순으로 나타난다. 사용자는 “7”

을 입력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 번호 나머지 숫자인 

“215”를 입력한다.

숫자보다는 이미지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 하

여, 이미지를 입력하는 기술들이 제안되기도 하 다. 표  

기술로는 이미지패스워드시스템[16-17]과 패스페이시스[18]

를 들 수 있다. 이미지패스워드시스템은 인터페이스에 나타

난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를 순차 으

로 른다. 패스페이시스는 이미지(사람 얼굴)를 입력하다는 

에서 이미지패스워드시템과 동일하나 기억하고 있는 이미

지(사람 얼굴) 하나를 르면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이미지

(사람 얼굴)들이 나타난다는 이 다르다. 

스탠포드 학은 인출기 등에서 비 번호를 으로 

콕콕 어서 입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19]. 으로 비

번호를 입력하는 기술은 동자를 정확히 추 해야 함은 

물론 번호를 르기 해 을 깜빡이는 것과 그냥 을 깜

빡이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기술  난제들

이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 해서는 비 번호

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번호를 입력했다

고 할 확률(FRR : False Rejection rate)과 틀린 비 번호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은 번호를 입력했다고 할 확률

(FAR : False Acceptance Rate)이 제로가 되어야 할 정도

로 기술  완성도를 높여 주어야 한다.

비 번호를 리듬에 맞추어 입력하는 기술이 제안되기도 하

다[19, 24]. (주)비원 러스에서 개발한 리듬패스(RhythmPass) 



170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7-D권 제2호(2010.04)

[22]는 비 번호를 리듬에 맞추어 입력한다. 를 들어, 비

번호가 “1234”이고, 리듬이 “ 한민국”이면 “1234”를 “1～234”

로 입력한다. 신한은행의 인출기에 시험 용한 이 있

으며, 재는 개인용 컴퓨터 보안 제품으로 매되고 있다.

LINUX에서는 256자까지의 비 번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20], 모니터를 에서 보면 모니터 내용을 알 수 없는 라

이비트 패드라 불리는 물리  제품이 개발되기도 하 다.

3. 역동 인증 체계(DAS : Dynamic Authentication 

System)

본 장에서는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으로부터 안 한 기

술인 DAS(Dynamic Authentication System; 역동 인증 체

계)를 설명하고, 이 DAS가 비 번호 훔쳐보기로부터 안

함을 직 인 , 훔쳐보기 실험  이론  분석을 토

로 입증한 결과를 기술한다.

3.1 비 번호 입력과정

비 번호 입력 과정을 로서 설명한다. 비 번호가 

“1234”라 하자. 인터페이스에는 숫자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숫자보기” 버튼이 구비되어 있다(그림 6)(가). 사용자가 “숫

자보기” 버튼을 르고 있으면 숫자들이 무작  추출된 순

으로 보이고(그림 6)(나), “숫자보기” 버튼을 르지 않으면 

숫자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그림 6(다)). 사용자는 “숫자보

기” 버튼을 른 상태에서 “1”이 나타난 버튼을 확인하고, 

“숫자보기” 버튼을 르지 않은 상태(숫자들이 보이지 않은 

상태) (그림 6)(다)에서 확인한 버튼을 르고 있는다(“1” 입

력)(그림 6)(라). 그러면 “1”을 입력하기 해 르고 있는 

버튼이 “숫자보기”가 되어 숫자들이 재 르고 있는 버튼

을 제외한 버튼들에 무작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6)(라). 

“2”가 나타난 버튼을 확인하고, “숫자보기” 버튼을 르지 

않은 상태(그림 6)(마)에서 확인한 버튼을 르고 있는다(2 

입력)(그림 6)(바). “2”를 입력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34”를 입력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그림 6) DAS를 이용한 비 번호 입력 과정

3.2 DAS의 비 번호 훔쳐보기에 한 안 도

3.2.1 직 인 

비 번호를 입력하는 사람은 숫자가 무작  순으로 나타

난 상태에서 르고자 하는 버튼을 시각 으로 확인한 후, 

숫자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확인한 버튼을 른다. 반면 비

번호 훔쳐보기로 비 번호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숫자가 

무작  순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상태에서 번호가 입력되

기 때문에) 비 번호를 입력하는 사람이 르고자 하는 버

튼을 시각 으로 확인하는 찰나에 무작  추출된 순서로 나

타난 수들을 순서 로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비 번호 숫자 

하나를 알게 된다.

사용자가 확인한 버튼을 르는 순간 숫자들이 다시 무작

 추출된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훔쳐보기로 비 번호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 에 입력된 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

라도, 이 에 알고 있던 번호와 새롭게 무작  순으로 나타

난 숫자들을 순서 로 기억하는 과정에서 번호들끼리 충돌

상이 발생하게 된다.

3.2.2 홈쳐보기 실험

강의실에서 학생을 상 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실험은 

162명을 상으로 하 고, 162명을 세 그룹으로 나 어 실험

하 다. 실험은 ① 빔 로젝터를 통해 DAS를 설명하고 ② 

종이에 미리 어 놓은 비 번호를 입력한 후 ③ 입력한 숫

자 몇 개를 맞추었는지 조사하 다. 실험결과, 알아맞히는 

것을 포기한 학생이 118명 이었고, “모르겠다.”라는 유형의 

답을 한 학생이 35명 이었으며, 9명의 학생이 두 개 이하를 

맞추었다.

<표 1> DAS의 비 번호 훔쳐보기 안 도 실험

시험도구 데모 로그램, 노트북, 빔 로젝터

시험환경

시험목 DAS의 비 번호 훔쳐보기 안 도 통계 확보

시험환경 강의실

시험 상 학생 162명

시험방법

① DAS에 해 설명 

② DAS로 비 번호 입력

③ 입력한 숫자  몇 개를 맞추는지 조사

실제 시험결과

포기한 학생 118명

‘모르겠다.’라고 표 한 학생 35명

숫자 두 개 이하를 맞춘 학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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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5 0.0225～0.25 0.003375～0.125 0.00050625～0.0625

<표 2> [21]에 기 한 DAS의 훔쳐보기에 한 안 도




2 3 4

0.1 0.00225～0.025 0.0003375～0.0125 0.000050625～0.00625

0.2 0.00450～0.050 0.0006750～0.0250 0.000101250～0.01250

0.3 0.00675～0.075 0.0010125～0.0375 0.000151875~0.01875

0.4 0.00900～0.100 0.0013500～0.0500 0.000202500~0.02500

0.5 0.01125～0.125 0.0016875～0.0625 0.000253125~0.03125

0.6 0.01350～0.150 0.0020250～0.0750 0.000303750~0.03750

0.7 0.01575～0.175 0.0023625～0.0875 0.000354375~0.04375

0.8 0.01800～0.200 0.0027000～0.1000 0.000405000~0.05000

0.9 0.02025～0.225 0.0030375～0.1125 0.000455625~0.05625

1.0 0.02250～0.250 0.0033750～0.1250 0.000506250~0.06250

<표 3> DAS로 입력된 번호  비 번호 훔쳐보기로 i개를 획득

할 확률

구   분 세부 모듈

비 번호 입력과 직 인 

계가 있는 모듈

비 번호 입력 모듈 구동 

드라이버 리소스 

환경설정 드라이버

비 번호 송 모듈

<표 4>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 펌웨어 구분

모   듈 역할

구    동 

드라이버

비 번호 입력 모듈로부터 리소스 수신

리소스를 디스 이 순으로 재조합

재조합한 리소스를 비 번호 입력 모듈에 송신

비 번호 입력 모듈 라미터 수신

입출력 장치에 GUI 디스 이

비 번호 입력

비  번호 

입력 모듈

펌웨어 사이의 개 역할

로토콜을 서  모듈로 가지고 있음

리 소  스
이미지 장

비 번호 입력 모듈 요청 시 리소스 반환

환경 설정 

드라이버

확장성을 고려해 구

본 비 번호입력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표 5>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 펌웨어 역할

(그림 7)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에서의 비 번호 입력 

로세스

3.2.3 이론 인 분석

인지 심리학에서 사람이 순간 으로 본 후 본 숫자를 반

복 으로 되뇌어 기억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1.5～5라는 

이론이 [21]에 소개되었다. DAS로 비 번호를 입력하 을 

때, 인터페이스에 무작  순으로 나타난 숫자를 보고 순간

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개수를 나타내는 확률을 α라 

하자(0≤α≤1). 그러면 [21]에 기 하여 α는 0.15～0.5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DAS로 비 번호를 입력

하 을 때 비 번호 훔쳐보기로 비 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0.15
4～0.54(0.00050625～0.0625)가 된다.

DAS로 비 번호를 입력하 을 때, 인터페이스에 무작  

순으로 나타난 숫자를 보고 순간 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

는 개수를 나타내는 확률을 α라 하고(0≤α≤1), 입력된 번호

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무작  순으로 나타난 숫자를 모두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 상이 두 번째 이후의 번

호를 알아내는데 미치는 정도를 β라 하자(0≤β≤1). 그러면 

DAS로 입력된 번호  비 번호 훔쳐보기로 입력된 숫자 i

개를 획득할 확률은 αi*β(i-1)이다(1≤i≤4).

4. 비 번호 입력기 구

4.1 펌웨어 

비 번호 입력기의 임베디드 펌웨어는 서  모듈에 변화

가 있더라도 펌웨어 구조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도록 설계

하 으며, 다른 용 제품에의 확장성도 고려하여 설계하

다. 개발환경은 도우즈 CE이며, TFT-LCD 터치스크린 입

출력 장치에서 동작하도록 구 하 다. 구 언어는 C와 

C++이며, TSP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동작을 구 하 다.

펌웨어는 비 번호 입력과 직 인 련이 있는 모듈과 

입력 비 번호 송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비 번호 입력

과 직 인 련이 있는 모듈은 다시 비 번호 입력 모듈

과 구동 드라이버, 리소스, 환경설정 드라이버로 세분된다.

비 번호 입력 모듈은 임베디드 펌웨어의 개 역할을 수

행한다. 구동 드라이버는 비 번호 입력 모듈로부터 리소스

를 달 받아 장되어 있는 숫자를 디스 이 순으로 재

조합하여 비 번호 입력 모듈에 넘겨주고, 비 번호 입력 

모듈과 라미터를 주고받으며, 터치스크린 상에 GUI를 보

여주고, 사용자로 하여  비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펌웨어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터치스크린에 디스

이 되는 이미지는 리소스 일에 장되어 있으며, 비

번호 입력 모듈이 요청하면 리소스를 반환한다. 환경설정 

드라이버는 확장성을 고려해 들어 있는 부분으로, 본 논문

에서의 비 번호입력기에서는 환경설정 드라이버를 이용하

지 않았다. 

비 번호 입력기의 펌웨어 로세스는 (그림 7)과 같다.

①～③: 구동 드라이버는 항상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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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 보드 설계

서 기 모드 에 있게 된다. 사용자가 “숫자보기” 버튼을 

르면 비 번호 입력 모듈에 리소스 로드 요청을 한다. 그

러면 비 번호 입력 모듈은 리소스에서 GUI를 가져와 구동 

드라이버에 달한다. 

④～⑤: 구동 드라이버는 필요한 경우에 환경설정 드라이

버에게 동작 환경을 설정 자료를 요청하고, 환경설정 드라

이버는 이를 구동 드라이버에 반환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숫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동 드라이버가 숫자들

이 보일 수 있는 비단계로 진입한다.

⑥: 구동 드라이버는 숫자들의 디스 이 순서 정보를 

참조하고, 참조한 순서 로 터치스크린 상에 디스 이 한

다. 사용자는 숫자들이 디스 이된 상태에서 비 번호를 

입력한다. 구동 드라이버는 사용자가 비 번호 입력을 완료

할 때까지 숫자 디스 이 순서 정보를 참조하고, 참조한 

순서 로 터치스크린 상에 디스 이 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기능 버튼을 을 때의 응이 이루어진다.

⑦ 한편 구동 드라이버는 비 번호 입력 상황을 숫자 하

나를 입력할 때마다 이를 비 번호 입력 모듈에 달한다. 

사용자가 기능 버튼을 르면 이에 응하는 정보가 비 번

호 입력 모듈에 달된다.  

⑧～⑨: 사용자가 비 번호 입력을 완료하면 구동 드라이

버는 이를 비 번호 입력 모듈에 달한다. 이 단계를 지나

면 비 번호 입력기 임베디드 펌웨어 내부 처리 과정이 종

료된다.

입력된 비 번호는 비 번호 송 모듈에 의해 카드결제

기나 POS 시스템에 송된다.

4.2 하드웨어

비 번호 입력기 내장 보드를 (그림 8)과 같이 설계  

제작하 다. 152.4mm(W)*91.44(H) 크기의 24-비트 풀 컬러 

TFT-LCD 800*480 WVGA 사양의 비 번호입력기를 제작

하 다(<표 6>).

<표 6>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 사양

구분 사양

해상도 TFT-LCD 800 X 480 WVGA

크기 152.4(H) X 91.44(V)

색상 24bit True Color

메모리 Nor(1MB), NAND(64MB), SDRAM(64MB)

보드율 1,200bps~115,200bps

로세서 32bit RISC TYPE ARM Processor/ ATmega128

사용 원 5V/7mA

인터페이스 UART 2Port, JTAG 1Port, USB 1Port

4.3 비 번호 입력기의 비 번호 입력 과정

(그림 9)는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와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에서 비 번호가 “1234”인 경우에 

이를 입력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가)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

(나) 기화면 (다)“숫자보기” 른 상태 (라)“숫자보기”뗀 상태

(마) “1” 입력 (바) “숫자보기”뗀 상태 (사) “2” 입력

(아) “숫자보기”뗀 상태 (자) “3” 입력 (차) “숫자보기”뗀 상태

(카) “4” 입력 (타) “숫자보기”뗀 상태 (하) 인증 후 상태

(그림 9) DAS 임베딩 비 번호입력기  비 번호 입력과정

4.4 안정성 평가  용 사례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으로부터 안 한 기술인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를 설계  구 하여, 이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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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비 번호 입력 순서가 되면 숫자가 123...순으로 나타남

◦‘안 모드’를 선택하면 무작  순으로 나타남

◦비 번호 입력할 때마다 숫자가 무작  순으로 나타남

KJ은행 

JJ은행
고려하여 안 함

보안 합상태 시험을 

통과하 고, 오류  

민원발생 살계가 없음

???
◦일부 숫자는 순차 , 나머지는 무작  순으로 나타남

◦숫자 하나를 입력할 때 무작  순으로 나타남

KB은행

NH은행
고려하지 않음 먼 곳에서도 훔쳐보기 가능

Rhythm

Pass[22]

◦비 번호 입력 순서가 되면 숫자가 123...순으로 나타남

◦‘안 모드’를 선택하면 무작  순으로 나타남

◦비 번호 입력할 때 숫자가 123.., 789..., 순으로 나타남

EP은행

KE은행

SH은행

고려했으나 방지효과 없음
보안 합상태시험 통과하지 

못함

VIS[15]

◦비 번호 입력 순서가 되면 숫자가 123..순으로 나타남

◦‘안 모드’를 선택하면 세 개 모드가 나타남

◦세 번째 모드에 숫자가 무작  순으로 나타남

JB은행 고려하여 안 함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지 에서 탐재 철수

Rhythm

Pass[22]

◦숫자들이 규칙 으로 나타남(상하좌우)

◦번호 하나를 입력할 때 숫자들이 무작  순으로 나타남
○○ 고 고려했으나 방지효과 없음

보안 합상태시험 통과하지 

못함

<표 7> 국내 융기 의 비 번호 입력  훔쳐보기 방지 기술 도입 황

을 융보안연구원(FSA : Financial Security Agency)에 안

성 평가를 의뢰하여 “ 융 보안 합성 시험 결과, 비 번

호 훔쳐보기 방지를 한 비 번호 입력 솔루션인 DAS를 

내장시켜 구 한 비 번호 입력기는 일반 패스워드 입력방

식 보다 훔쳐보기 공격자의 비 번호 획득 확률을 하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운 하는 융자동화기기에 

용  운 되기에 합한 것으로 정되었음”이라는 평가 

결과를 얻었다.

한, 융보안연구원으로부터 합 정을 받은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술은 KJ은행에서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모든 인출기, KJ은행과 JJ은행의 인터넷 뱅

킹의 비 번호 입력 과정에서 안 (보안)입력 모드로 활용

되고 있으며, 재까지 제품의 오류나 민원이 한 건도 발생

하지 않았다. 그리고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창구에서 사용하는 비 번호 입력 용 

단말기로 활용하기 해 은행 2곳과 증권사 4곳과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로 <표 7>은 국내 융기 에

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비 번호 입력  훔쳐보기 방

지 기술의 도입 황을 비교하여 요약한 것이다.

5. 결  론

1900년  말까지만 해도 부분의 나라가 카드결제 시 카

드 소유자 인증 수단으로 사인을 이용하 다. 그러나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사고 등 사인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

되었고, 이에 2000년 에 들어 카드결제 시 카드 소유자 

인증수단으로 비 번호를 이용하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

고 갈수록 그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비 번호입력기의 가장 큰 보안 은 비 번호 훔

쳐보기이다. 비 번호 훔쳐보기는 비 번호를 입력하는 과

정을 에서 지켜보아 이를 획득하려고 하는 행 로, 이는 

비 번호를 획득하는 가장 통 이며 강력한 보안 이

다. 한, 카드결재 시 비 번호로 카드 소유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 비 번호 훔쳐보기는 이미 사회문

제가 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자로부터 안 한 비

번호 입력 기술인 역동 인증체계(DAS : Dynamic Authen-

tication System)를 제안하여 안 성을 검증하 으며, 이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를 설계  구 하 다. 

먼  인지 심리학에 기 한 훔쳐보기로부터 안 한 기술인 

역동 인증 체계(DAS)라 불리는 비 번호 입력기술을 제안

하 다. 이 기술은 비 번호 입력을 한 숫자가 무작  순

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상태에서 비 번호를 입력하도록 

구성하여 비 번호를 르는 과정을 에서 훔쳐 도 알 수 

없도록 하 다. 이를 입증하기 하여 DAS가 비 번호 훔

쳐보기로부터 안 함을 직 인 , 훔쳐보기 실험, 이론

인 분석으로 구분하여 안 성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직 인 에서는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자

가 무작  순으로 나타난 숫자들을 순서 로 기억하는 과정

에서 번호들끼리 충돌 상이 발생하여 비 번호를 획득할 

수 없었으며, 162명의 학생을 상으로 훔쳐보기 실험을 실

시한 결과 118명은 포기, 35명은 모르겠다, 나머지 9명만 2

개 이하의 숫자를 맞추어 안 함이 입증되었고, 인지 심리

학 이론에 근거하여 비 번호 훔쳐보기로 비 번호를 획득

할 수 있는 확률이 0.15
4～0.5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 가

지 측면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제안한 비 번호 입력 기

술은 일반 패스워드 입력 방식보다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

자의 비 번호 획득 확률이 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홈쳐보기로부터 안 한 기술인 역동 인증 체계

(DAS)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를 설계하여 구 하 다. 

역동 인증 체계를 내장시킨 비 번호 입력기의 펌웨어 구조

와 로세스, 그리고 하드웨어 모듈을 설계  구 하 고, 

구 한 시제품이 비 번호 훔쳐보기 공격자로부터 안 함을 

확인하 다. 특히, 비 번호 훔쳐보기 방지를 하여 DAS를 

내장시켜 구 한 비 번호 입력기는 융보안연구원(FSA : 

Financial Security Agency)으로부터 융기 에서 운 하는 

융자동화기기에 용  운 되기에 합한 것으로 평가

를 받아 융기 의 인출기와 인터넷 뱅킹에 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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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용하기 하여 련 업

체와 의하고 있다.

한편, DAS는 비 번호 입력기술로 사용자 인증을 하는 

모든 곳에 용 가능하다. 향후 DAS를 용한 다른 제품을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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