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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중에 가장 많이 보급 된 도어락의 경우 1차원적 문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닳아 특별한 공격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아닌 닳은 영역으로 하여금 비밀번호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번호를 섞어 무작위로 표

출하는 키패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 하다. 여태까지 나온 모든 해결법

의 공통점은 키패드를 누르는 영역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점을 역으로 생각하여 키패드 전체 

영역 안에 전체 영역보다 작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새로운 영역의 키패드를 무작위하게 움직이게 하여 비밀번호를 

유추하지 못 하게 한다. 본 기법을 사용할 경우 키패드의 번호는 그대로 둠에도 불구하고 shoulder surfing attack 등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유형의 키패드를 최초로 제안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door locks most widely used in the market, the most used area as a one-dimensional problem is worn 
out, and a worn area which does not use a special attack method enables password guessing.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methods such as a keypad for randomly displaying numbers are introduced, but this is also not completely safe. 
The common feature of all the solutions so far is that the keypad area is fixed. In this paper, we consider that point in 
reverse and create a new area smaller than the entire area in the entire area of the keypad, making the keypad of the new 
area move randomly, thereby preventing the password from being deduced. When using this technique, a new type of 
keypad is proposed for the first time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of a shoulder surfing attack even though the number 
of keypad is left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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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대가 넘어서부터 집집마다 열쇠로 집 대문을 

여는 형식이 아닌 터치 키패드를 사용하는 도어락 형식

으로 대다수의 세대들이 교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스마

트폰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터치 키패

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닌 주변 일상에 항시 있는 기술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터치 키패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주지만 똑

같은 비밀번호로 오래 사용했을 경우 그림 1과 같이 비

밀번호가 눌린 자리의 터치 패드만 닳는 현상이 발생해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닳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문 

흔적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도어락을 풀고 침입하는 경

우[1]도 발생하였다.
[1]과 같은 악의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터

치 패드에 비밀번호 값이 고정되어 있어, 그 고정 된 값

으로 하여금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첫 번

째로 많은 시중 은행에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숫자들 사이에 공백을 넣는 기법과 두 

번째로 숫자의 위치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방법이다. 그
러나 첫 번째의 경우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 Brute force 
attack[2]과 key logging attack[3]을 이용하여 키 유추가 

가능함을 증명하였고, 두 번째의 경우 Brute force attack
과 Shoulder surfing attack[4]이 가능함을 선보였다. 

기존의 제시 된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의 공통점은 바

로 터치하는 위치는 고정된 채 숫자만 바뀐다는 것이다. 
해커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바뀌지 않는 터치 위치 

값을 활용하여 암호 키를 획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 된 기법들의 공통점인 

터치하는 키의 위치가 고정된 점을 역으로 활용하여 최

초에 비밀번호를 누를 때 마다 새로운 위치에 비밀번호 

입력 키보드가 활성화 되는 기법을 최초로 제안하여 위

에서 언급 한 공격들에 대하여 완벽히 방어하는 더욱 안

전한 보안 키패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Fig. 1 Keypad had some damaged from long time usage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보안 키패

드 제안을 위한 어떠한 종류의 보안 키패드가 제안되었

었는지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 볼 것이며, 3장 제안 기법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과 어떻

게 구현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기법과 여태 제안 된 보안 키패드들에 대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본 논문 제안 기

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평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Ⅱ. 관련 연구 동향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한 보안 키패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2가지 기법 외에 보다 심화된 연구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1. 테트리스 형태 보안 키패드[5]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 키패드의 문제점인 같은 크기

와 같은 모양으로 배치하여 공백을 통한 위치 변경을 사

용한다는 점에 따라 터치 위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깨너머 공격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키패드를 

각기 다른 크기와 다른 모양으로 생성 후 배치함으로써 

터치한 위치 정보를 통해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게 하고

자 한다.
기존 키패드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2등분하여 13개

의 형태로 변경하고 이를 테트리스 형태로 연결하는 보

안 키패드를 제안하며 13개의 키패드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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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cases

현 키패드는 터치 위치 정보를 알아도 유추하기 어려

우며 마찬가지로 어깨 너머 훔쳐보는 공격도 가능하지

만 기존의 정렬 된 키패드에 비해 기존보다 어려운 면모

를 보여준다. 그림 3은 영문자 입력에 적용한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공백을 통해 키패드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은 공백을 기준으로 좌우의 키패드 배열순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탈취될 경우엔 사용자의 입력 

일부를 획득할 수 있다. 테트리스 형태의 배치는 위치 

정보를 획득 하더라도 해당 위치의 문자가 기존 키패드

의 문자와 동일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력을 유추하기 

어렵다.

Fig. 3 Example of secure keypad with tetris type

2.2. 이중 터치를 활용한 보안 키패드 제안 및 구현[6]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패드는 기존의 키패드와 

생김새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

패드의 경우 하나의 버튼에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게 만

들었으나, 이중 터치를 이용한 보안 키패드의 경우 하나

의 버튼 자리에 2개의 숫자가 그림 2와 같이 들어있다. 

Fig. 4 Left) Current default keypad 
Right) using double touch security keypad

그림 4에서와 같이 기존의 키패드 같은 경우에는 키

패드를 누를 때 걸리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짧게 누

르든 길게 누르든 상관없이 한 개의 숫자만 눌리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경우 short touch
와 long touch로 터치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으며 

그에 따라 하나의 키 당 두 가지의 종류로 입력할 수 있

게 만들었다. 이 경우 하나의 위치에 하나의 숫자 값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너머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2.3. 스마트 디바이스 상의 안전한 개인식별번호 입력 

연구 동향[7]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는 숫자로 이루어진 짧은 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 

ATM,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PIN을 입력하기 위한 

전통적인 키패드 방식은 엿보기나 녹화 등의 공격에 약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방식들도 Brute force 
attack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어깨너머 공격 방식의 방지

를 위하여 제안된 Challenge-response 방식의 경우 사용

자에게 Challenge를 주고, 사용자는 이 Challenge 정보

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PIN)를 조합하여 응답을 도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같은 PIN일 지라도 입력

하는 방식이 매 번 다르기 때문에 어깨너머 공격이나, 
손자국(smudge)공격에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최근 카메라의 소형화와 초소형 카메라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위험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용자의 응답이 유일한 PIN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BW PIN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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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숫자당 Challenge-response 쌍을 두 번만 진행하는 방

법이 있다. 이는 응답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Brute force attack 대입 공격의 성공 확률을 높인

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렇듯 녹화되고 있다는 전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Brute force attack 대입 공격 방식과 

녹화 공격에 대한 안전성은 서로 반비례함이 증명된 바

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격자로 하여금 챌린지 

또는 응답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다. 공격자가 관찰 가능한 시각 정보 채널 이외에 다른 

안전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진동정

보, 소리 채널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가 채널을 

이용하는 방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입력시간을 

조사하거나, 여러 세션을 녹화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통

해 PIN이 복원될 수 있다. 따라서 챌린지가 PIN에 무관

하게 선택되고 시간 또한 독립적으로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brain-computer interface, 
eye-tracker, sweet spot등의 방법들도 존재하나 전용 디

바이스의 사용이 필요하기에 범용으로 이용되기엔 어

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PIN들의 보안에는 중

간점이 필요하며, PIN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점 또 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하는 비용

과 사용자의 편의성 또한 고려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IN의 공간은 유지한 채 입력

방식만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하여 실제 구현과 테

스트를 완료하였으며, 구현 환경은 표 1과 같다. 또한 제

안 기법에 대한 구현영상[8]을 youtube에 올려놨으며1), 
해당 코드를 github[9]에 올려 open source화 하였다2).

Device Nexus 5X

OS Android

Version API 28

Display 420dpi

Table. 1 The information of experiment environment

1) https://github.com/kyu-h/CyberSecurity_Flexible_PIN
2) https://youtu.be/wCfYr9s0lDM

터치패드를 활용한 PIN 입력 방식은 편리성을 제공

하지만 비밀번호가 눌린 자리의 터치 패드만 닳는 현상

이 발생해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비밀번호를 유추

할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닳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

더라도 지문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도어락을 풀고 침입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악의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터치 패드에 비밀번호 값이 고정되고 그 고

정 된 값으로 하여금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 

되었다. 첫 번째로 숫자들 사이에 공백을 넣는 방법, 두 

번째로 숫자를 랜덤 값으로 퍼뜨리는 방법 이외에도 많

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 Brute 
force attack과 key logging attack이 가능하며, 두 번째 

경우는 Brute force attack과 Shoulder surfing Attack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들이 가능

하지 않은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현재 키패드를 보면 숫자를 입력하는 영역이 고정되

어 있다. 이 고정 된 영역으로 인해 그림 1과 같이 1차원 

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닳게 된다. 또한 현재 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패드의 경우 그림 5의 왼쪽

과 같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 어떠한 번호가 눌리고 있는

지 유추가 가능하여 전체 숫자의 조합을 해보지 않더라

도 비밀번호를 획득할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Fig. 5 Left) example of shoulder surfing attack, 
Right) example of prevent shoulder surfing attack

이를 해결하고자 그림 5의 오른쪽과 같이 숫자를 랜

덤하게 섞어서 보여 지는 키패드도 제안이 되었지만 숫

자 값을 무작위로 섞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한눈에 번호

를 파악하기 힘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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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이를 방지하고자 숫자 값은 섞지 않으면서 보안에 

뛰어난 새로운 키패드를 제안한다.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들의 공통점은 숫자 입력 영역

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숫자 

입력 영역을 구동 시킬 때마다 변화를 주도록 한다. 제
안하는 기법에는 그림 6과 같이 빨간색 영역인 전체 영

역이 존재하고 그 안에 새로운 부분인 파란색 영역이 존

재한다. 파란색부분 영역 안에서는 숫자를 입력하는 키

패드가 존재하고 해당 영역은 빨간색 영역 안에서 유동

적으로 이동한다. 또한 파란색 키패드를 기준으로 좌우 

모서리 상 하단에 부분적인 키패드가 추가 생성되며 해

당 영역에 보이는 숫자를 눌렀을 경우에도 해당 번호가 

입력이 된다. 현재 그림 8에는 숫자가 눌린 모습을 보여 

진다.

Fig. 6 Blue box can located every section in red box 
and the number of blue box changed every position

구체적인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사용자의 손의 움직

임에 따라 번호를 유추하는 공격인 shoulder surfing 
attack에 안전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림 5의 random하

게 숫자를 섞는 행위는 shoulder surfing attack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지만 사용자가 사용할 때 마다 매

번 다른 영역에 다른 숫자 값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나 본 제안 기법을 활용하면 

키패드를 섞지 않더라도 키패드의 위치가 계속 변경되

고, 추가적인 4개의 부분적 키패드로 인하여 공격자의 

Shoulder surfing Attack에 강하다. 

Fig. 7 Suggest technique

Fig. 8 The information of survey experimenter

또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키패드를 누를 때 발생하

는 소리를 들어보면 특정 숫자에 고유한 소리가 발생함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sound shoulder surfing attack의 가

능성을 지닌다. 해당 공격에 대해 안전하기 위해 특정 

영역의 숫자를 눌렀을 경우 모두 동일한 소리가 발생하

게 만들었다. 
본 제안 기법에 대한 보안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기존

에 사용 된 키패드에 다양한 공격을 통해 키를 유추한 

방법을 본 제안 기법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으며,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원들 간의 테스트가 아닌 본교 12명
의 학생들에게 본 제안 기법을 사용한 보안 키패드는 실

제로 구현 및 테스트를 통해 기존의 보안 키패드보다 뛰

어난 보안성을 입증하였으며 본교 학생들의 정보는 그

림 8과 같으며, 그 결과는 4장에서 확인해보겠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5: 613~621, May 2019

618

Ⅳ.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공격들에 대한 기존 키패

드의 보안성 테스트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해

당 공격들에 대해 기존 키패드들 보다 얼마나 뛰어난 보

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4.1. Smudge attack

일반적인 키패드의 경우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4곳에 지문이 남겨지게 되므로 이 경우에 비밀번

호는 4! = 24가지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지문이 남는 위치가 줄어들기 때

문에 조합의 수는 더욱 적어지게 되어 공격자가 더 빠르

게 비밀번호를 유추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제안한 기법의 키패드는 입력 시도마다 키패

드의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4자리의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4곳에 지문이 남더라도 다음 입력 시도에는 

키패드의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지문이 남겨진 위치

의 숫자가 이전 숫자와 동일함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입력하더라도 계속해서 키

패드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지문이 남는 위치가 일정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지문을 획득해도 균일한 위

치에 반복적으로 찍힌 지문이 아닌 여러 장소에 산발적

으로 찍힌 지문을 얻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유추하는데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4.2. Key logging attack

4.2장에서는 제안된 키패드의 key logging attack에 

대한 안전성을 이전의 평범한 키패드(그림 5 left)와 랜

덤셔플 키패드(그림 5 right)와 비교 해 봄으로써 검증 

해 볼 것이다. 기존의 평범한 키패드와 랜덤셔플 키패드

의 경우 키로깅 공격에 취약하다. 평범한 키패드의 경우

에는 눌려질 수 있는 좌표가 3x4 패드의 경우 12개 구역

으로 한정적이다. 따라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누를 좌표를 알고 있다면, 그 좌표에 해당하는 구역을 

확인하고 있다가 그 좌표의 데이터를 갈취해 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랜덤셔플 키패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하지만 제안된 키패드의 경우에는 숫자가 올 

수 있는 구역이 더욱 넓어지는 것과 동시에 패드자체의 

위치가 매번 랜덤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얻어

낸 좌표와 사용자가 입력할 좌표는 연관이 없게 된다. 

예를들면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1780’라고 한다면, 제
안된 키패드로의 처음 시행 시 해당하는 좌표는 <2,3>, 
<5,1>, <3,5>, <3,6> (그림 9 left)이었고 이를 탈취 당했

다고 하자. 하지만 다음 입력 시 공격자가 <2,3>, <5,1>, 
<3,5>, <3,6> 을 탈취하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키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좌표 즉 입력할 숫자들의 다음 

좌표는 <3,2>, <3,4>, <4,4>, <1,1> (그림 9 right)으로 바

뀌게 된다. 그리고 이 좌표들은 매 시도 때마다 랜덤하

게 설정 될 것이다. 따라서 공격자는 키로깅을 통해 사

용자의 비밀번호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는 제안된 키패드가 기존의 평범한 키패드와 랜덤 셔플 

키패드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9 How to protect key logging attack

4.3. Shoulder surfing attack & Sound shoulder surfing 

attack

4.3장에서는 shoulder surfing attack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위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shoulder surfing attack이 가능한 키패드 모델인 

가장 기초적인 키패드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두 번째로 random number 
keypad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마찬가지

로 shoulder surfing attack이 동일하게 불가능하다. 따라

서 어느 기법이 사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Sound shoulder surfing attack은 3가지 기법에 대하여 

동일하게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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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기본 키패드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lexible 키패드를 비교 분석하면, 키패드를 손의 입력 

위치에 따라 그림 10의 왼쪽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Shoulder surfing attack은 손의 움직임에 따라 비밀번

호를 유추하는 공격 방법으로 비밀번호가 만약 ‘1379’
와 같이 멀리 떨어진 영역의 비밀번호일 경우 더욱 더 

shoulder surfing attack에 취약하다. ‘1’을 입력하는 손

의 위치와 ‘9’를 입력하는 손의 위치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입력 비밀번호는 0~9까지 10개의 숫자로 구

성되어 있어 brute force attack을 할 경우 최악의 경우 한 

글자당 


의 확률로 


만큼 진행해야한다. 그러

나 shoulder surfing attack은 그림 9의 왼쪽과 같이 4개
로 나누어진 영역을 토대로 번호를 어느 정도 유추가 가

능하다. 예를 들면 손이 2번째 영역으로 움직였을 경우

엔 ‘1, 4, 7, 8, 9, 0’과 같은 번호는 눌릴 확률에서 제외하

고 나머지 값들만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1379’일 경우

에는 











의 확률을 갖게 되고 기존의 전수조

사 확률인 


보다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비밀번호 

유추가 가능하다. 
본 제안 기법의 키패드의 경우 그림 9의 오른쪽과 같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main keypad를 중앙

에 두고 진행하였지만 키패드를 구동시킬 때 마다 main 
keypad의 위치가 달라져 1, 2, 3, 4 영역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적인 키패드의 모습이 항상 바뀌게 된다. 따
라서 ‘1379’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여도 각 번호를 누를 

수 있는 키가 4개 중 최소한 2개의 영역에 존재하여 어

떤 번호를 눌렀는지 유추가 불가능하게 되며 심지어 5, 
8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영역에 존재하게 되어, 
shoulder surfing attack으로는 절대적으로 유추가 불가

능하다.

Default Keypad Flexible Keypad

First part 1, 2, 4, 5 1, 2, 4, 5, 8, 9, 0

Second part 2, 3, 5, 6 2, 3, 5, 6, 7, 8, 0

Third part 8, 9, 0 1, 2, 4, 5, 8, 9, 0

Fourth part 7, 8, 0 2, 3, 5, 6, 7, 8, 0

Table. 2 The information of shoulder surfing attack area

Fig. 10 How to do shoulder surfing attack

Random number keypad 같은 경우 keypad를 작동시

킬 때마다 항시 다른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shoulder 
surfing attack이 flexible keypad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

다. 두 가지 기법 모두 shoulder surfing attack에 불가능

하여 안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제 실험자

를 통해 어떠한 기법이 단시간 내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기법인지 알아보기 위해 10명의 실험

자를 대상으로 ‘1379’를 눌렀을 때 걸리는 시간을 표 3
과 같이 조사해 보았으며 해당 시간은 12명의 평균 시간

을 적어두었다.

Required time to 
input random 

number keypad 

Required time to 
input Flexible 

keypad 

First attempt 3.690818 3.024818

Second attempt 3.135182 2.999

Third attempt 3.367091 2.701182

Table. 3 The time it takes to enter the password is in 
seconds.

본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 random number keypad의 

경우 키패드를 동작시킬 때마다 비밀번호에 입력 될 번

호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불편함이 동반되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그러나 flexible keypad의 경우 

메인 키패드는 동일하게 존재하나 키패드의 위치 값만 

랜덤하게 바뀌는 역할을 주어 사용자 입장에서도 단번

에 번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일반 키패드와 비슷한 

시간 내에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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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보면 random number keypad는 걸리는 시간이 

3초 중반대로 비슷한 시간이 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lexible keypad의 경우 사용자

가 사용법을 익힘에 따라 최초의 시도에서는 3.02초에

서 단 3번만의 시도 만에 2.7초대로 떨어졌다. Random 
number keypad의 최대 걸린 시간보다 약 1.37배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실험은 

단 3번만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더 많은 사

용으로 키패드가 익숙해진다면 2배 이상 편리하고 빠른 

입력 속도를 낼 것이라 예상한다.

Ⅴ. 결  론

여러 연구원들이 제안한 기존의 키패드는 입력되는 

영역에 변화를 주어 그 이전에 제안 된 키패드보다 나은 

보안 방법을 제안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국내에 한 번도 제안된 적 없는 키패드의 위치를 움직이

는 방식의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키패드의 움직이는 영역으로 인해 번호를 섞지 않더

라도 shoulder surfing attack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손쉬운 키패

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키패드 영역이 고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key logging attack으로부터 역시 완벽하

게 보호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공격들에 대해 모두 안전하며 여태까지 제안되었던 기

법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random number 
keypad보다 약 1.37배 빠르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

다. 즉 보안에도 최고 안전하며 사용자 측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제안하는 키패드인 움직이는 키패드 보안 방식

을 통해 PIN 보안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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