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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존의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해 종류별로 분석하며 이들 중 대중적
인 몇 가지 기법을 선정하여 보안 안전성,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후 스마트폰
에 적용되는 인증 기법 현황과 방향,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격대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인증 기법
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우리는 사용자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분석, 고려하여 최대한의 보안성과 최대한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장하는 인증 기법을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적응형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사
용자의 스마트폰 가용 기능을 분석하는 기능과 각 기능에 연결된 다양한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용 기능을 최대한 활용 가능한 지식, 소유, 고유 특성과 같은 3
중의 인증 요소를 포함하는 강인한 인증 기법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제안 기법은 사용자 편
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보안성 확보와 함께 가장 사용자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인증 기법을 제시
할 수 있다. 성능 비교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인증 방법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성능이 고려된
최대한의 보안 강도 또는 최대한의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인증 기법을 조합 및
제시 가능하다.
핵심어 : 환경 적응적 인증, 3중 인증, 사회 공학 공격, 보안 강도, 사용 편의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conventional smartphone user authentication method depending on their type.
Among the methods, we choose some popular methods and analyze them in terms of security and usability.
After that, we analyz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authentication method applied to the smartphone, and
also classify the smartphones according to their price range and analyze them whether the authentication
methods are applicable or not respectively. Then, we propose an environment adaptive smartphone user
authentication scheme that enables users to select and use authentication methods that ensure high security
and user convenience by proactivel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functions and user environ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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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own smartphone. The proposed method includes a function to analyze the available functions of the
user 's smartphone and various user authentication Methods related to each function. In addition, there is a
function to present a robust authentication Method including triple authentication factors such as knowledge,
posession, and inherence by making full use of the available functions of the smartphone. Moreover, the
proposed method also can provide an authentication method with high security while ensuring maximum
user convenience.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comparison, unlike the conventional authentication
methods, it is possible to combine and present the authentication method for maximizing security level or
maximizing user convenience within the limit of the smartphone performance.
Keywords : environment-adaptive authentication; 3-factor authentication; social engineering attack; security
level; user convenience

1. 서론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인증 기법들은 스마트 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여 인증 기능을 제공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인증 기법들은 PIN[1], 보안 키패드[2], 패턴 인증[3-4], 지문 인증[5], 얼
굴 인증[5], 홍채 인증[5]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들을 통해 기기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센서들은 초기 스마트폰 출시 이후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폰의 기능 또한 기기에 내장되는 센서 수의 증가와
함께 다양해지고 있다[6].

[그림 1] 스마트폰 내장 센서 수 변화 트렌드
[Fig. 1] Trend of the number of sensor embedded in a smartphone

또한 구글 및 애플, 그리고 삼성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7-9] 하면서 자사의 상품에 내장되
는 센서의 개수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저가의 스마트폰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 내장 센서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스
마트폰 사용자 수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0]에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양한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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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폰 사용자 수 변화 트렌드
[Fig. 2] Trend of the number of user using the smartphone

즉,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은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센서
를 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스마트폰 기기는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없다면 해당 센서를
적용한 인증 기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비밀정보 보호를 위
한 인증 기법 선택에 장애를 갖는다. 스마트 기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및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하는 공격 유형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사회공학 공격[11-16]으로 인적 오류 및 기기 취약
점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한다. 사회공학 공격 중 엿보기 공격[11]은 공격자의 시각정보에 의존하
며, 레코딩 공격[12-13]은 공격자의 시각 정보를 영상 획득용 전자장비에 의존하여 높은 공격 성공
률을 갖는다. 스머지 공격[14]은 스마트폰의 지문 흔적 및 패턴 흔적을 역 추적하여 비밀정보 취득
을 목적으로 하며, 패스워드 추정 공격[15-16]은 스마트폰의 센서들을 탈취하여 해당 장치를 통해
수집된 값으로 비밀정보를 역 추적하는 공격 기법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는 사용자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분석, 고려하
여 최대한의 보안성과 최대한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장하는 인증 기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적응형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
서 우리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사회공학 공격시 드러나는 보안 취약점과 사용자 편의성을 분석
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4장에서 제안 방법을 기존의 기법들과 보안 및
편의성에 대해 분석하며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기존 연구
2.1 SwitchPIN
SwitchPIN 방식[1]은 기존의 전통적 PIN 기법에 보안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switchable 키패드를
사용한 인증 기법으로 이 기법은 초기화면의 ‘show’ 키를 이용해 PIN 기법의 키 입력 화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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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배열된 키패드를 보여주어 이 ‘show’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숫자의 배치정보를 사용자
가 기억하고, 이후 원래 PIN 키 입력 화면에서 비밀정보 입력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입력 편의
성 면에서 볼 때 이 기법은 기존의 PIN 배열과 동일한 초기화면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친
숙하며, 패스워드 입력시 ‘show’키를 사용하여 임의 변경된 키 배열을 PIN 입력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므로 임의 위치와 사용자 패스워드 위치를 기억한다면 패스워드 입력에 별 문제
가 없다. 또한 사회 공학 공격의 관점에서 이 기법은 사용자 및 공격자 모두에게 기기 화면에 표
시되는 정보를 통해 인증을 위한 전체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엿보기 공격 및 레코딩 공격에 의
해 비밀 정보가 유출 될 수 있어 사회공학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2.2 보안 키패드
보안 키패드 기법[2]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키패드 입력시 사용자 보안 안전성을 위해 키패드 키
의 위치를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일정 부분 조정하는 기법으로 스머지 공격 및 패스워드 추정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림 3] 키 배열 임의 변경 예시
[Fig. 3] Example of key array random change

입력 편의성 면에서 볼 때 이 기법은 기존의 키패드와 동일한 입력 화면을 제공하고 있어 사
용자에게 친숙하며, 임의 변경된 키 배열도 공백을 제외하고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사용자가 비
밀정보 입력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사회 공학 공격의 관점에서 이 기법은 사용자 및 공격자
모두에게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통해 인증을 위한 전체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법
이 비록 스머지와 패스워드 추정에 강인하다고 하더라도 엿보기 공격 및 레코딩 공격에 의해 비밀
정보가 유출 될 수 있어 사회공학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2.3 패턴 인증
패턴 인증[3-4]은 화면의 9개 점 전체 또는 일부를 연결하는 선의 패턴을 비밀정보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패턴 길이를 짧게 하면 입력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짧은 패턴은 높은 확률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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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입력 편의성 면에서 볼 때 이 기법은 문자 정보가 아닌 이미지, 즉 선
분 모양 패턴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기억이 용이하며 패턴 입력에도 별도의 입력을 위한 절차나 방
법 없이 바로 손가락으로 패턴을 그리는 형식으로 입력이 단순하고 간편하다. 사회 공학 공격의
관점에서 이 기법은 사용자 및 공격자 모두에게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통해 인증을 위한
전체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법은 엿보기, 레코딩, 스머지, 그리고 패스워드 추정 공격에 모
두 비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회공학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2.4 지문 인증
지문 인증[5]은 사용자 손가락의 지문 정보를 전체 또는 일부의 정보를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
또는 가공된 데이터를 인증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에 해당하며 입력의 편의성과 지
문인식 기술의 높은 인식률, 그리고 높은 보안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의 중고가
스마트폰 대부분에서 보안 입력 수단으로 채용되어 광범위한 응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입
력 편의성 면에서 볼 때 별도의 도구나 방법, 절차 없이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인증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매우 단순하고 간편하다. 그러나 사회 공학 공격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법은 스머지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17]. 왜냐하면 한번 유출된 지문은 다시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생체인증 기법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스머지
공격에 비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회공학 공격에 취약하다.

2.5 얼굴 인증
얼굴 인증[5]은 지문인증과 같은 생체인증의 한 분류로써 별도의 장비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
며 지문인증의 사용자 거부요소 중 하나인 인식기에 손가락을 접촉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
직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분석을 통한 사용자 인증으로 사용자 거부감이 적다. 그러나 이 기법은
지문인증과 달리 인식에 따른 오류율이 높으며 주변 환경의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기법
은 스마트폰에 카메라만 있다면 사용이 가능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다. 입력 편의
성 면에서 볼 때 이 기법은 별도의 도구나 방법, 절차 없이 카메라를 통한 사용자 얼굴 인증으로
매우 단순하고 간편하다. 그러나 사회 공학 공격의 관점에서 이 기법은 레코딩 공격에 매우 취약
하다[18]. 왜냐하면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다면 이를 이용해 프린
터와 렌즈를 이용해 쉽게 인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레코딩 공격을 통해
쉽게 비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회공학 공격에 취약하다.

2.6 홍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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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인증[5]은 최근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주로 채용되는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생
체인증 기법으로 입력의 편의성과 높은 인식률, 그리고 높은 보안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 기법은 입력 편의성 면에서 볼 때 별도의 도구나 방법, 절차 없이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홍
채를 이용한 인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얼굴인증과 같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그러나 사회 공
학 공격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법은 레코딩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19]. 왜냐하면 고해상도 레코딩
장비 또는 사용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점유 할 수 있다면 해당 기기에서 얻은 홍채 이미지를 바탕
으로 프린터와 렌즈를 이용한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스머지 공격에 비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회공학 공격에 취약하다. 보안성 실험결과에 의하면 지문인식보다 더욱
낮은 보안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해당 인증 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기
법은 사회공학 공격에 취약하다.

3. 제안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 인증 기법을 조합하여 보안 강도를 향상시키거나 추천 조합을 사용자
에게 제시하여 해당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먼저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기능
을 검색하여 적용 가능한 인증 기법의 목록을 만든다. 이후 해당 목록에서 조합 가능한 인증 기법
의 상위목록을 생성하며 이들 중 가장 사용자 편의성 또는 보안강도가 높은 인증 기법 또는 인증
기법의 조합을 추천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3.1 스마트폰 기능 분석 단계
제안하는 기법은 우선 스마트폰의 제공 가능한 기능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를 통해
사용가능한 인증의 목록을 생성하며, 이 목록 생성 이후 가용 인증 목록과 사용자 또는 응용의 요
구사항을 분석하여 최적을 인증 기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가용
자원이 2장의 모든 인증 기법을 사용 가능한 상태이면 가용 인증 목록에 PIN 기법부터 홍채 인증
기법까지 리스트에 포함되어 가용 인증 후보군으로 사용자 또는 응용의 요구사항과의 비교 단계로
진행한다. 다음의 그림 4는 인증 기법의 목록과 해당 기법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
응한 목록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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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각의 인증 기법에 대응하는 스마트폰 기능 목록
[Fig. 4] List of smartphone functions corresponding to each authentication method
Authentication Methods

Smartphone functions

PIN
보안 키패드
패턴 인증
지문 인증
얼굴 인증
홍채 인증

터치 스크린, 물리 키, 가상 키
터치 스크린, 물리 키, 가상 키
터치 스크린
지문 인식기
카메라 모듈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 적외선 LED

3.2 요구 분석 단계
이 단계는 이전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한 가용 인증 기법 후보군을 사용자 또는 응용의 요구사
항에 대해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제안 기법은 사용자의 보안 요구사항이나 응용의 필요
보안등급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인증 기법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안 기법은 보
안 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보안 등급 분류표
[Fig. 5]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table
Security level
Level 1-1
Level 1-2
Level 2-1
Level 2-2
Level 3-1
Levle 3-2

Security

User convenience

Low

High

Mid

Mid

High

Low

Multiple Authentication
No
Yes
No
Yes
No
Yes

위의 보안 등급표에 의해 사용자 및 응용의 요구사항을 분류하고 등급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
로 가용 인증 기법의 목록들 중, 단일 기법 또는 최대 3개 인증 기법[20]의 조합을 찾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 스마트폰이 모든 인증 기법을 사용가능한 상태이며 Level 3-2의 등급을 요구한다면 3
개 영역별로 가용한 인증 기법 자원을 검색하고, 3개 영역 모두 가용 인증 기법 후보가 있다면 해
당 영역에서 1개씩 도합 3개의 인증 기법의 조합을 추천하게 된다. 여기서는 PIN, 보안 키보드, 패
턴 인증 항목이 1개 영역으로 분류되며, 지문, 얼굴, 홍채 인증이 1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이들 중
2개의 가장 보안성이 높은 인증 기법을 추천하며, 이는 스마트폰 기기별 세부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패턴 인증+지문 인증을 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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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증 기법 적용
앞의 3.2에서 도출된 패턴+지문 인증의 조합을 추천하고 이 기법을 스마트폰에 인증의 요소로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패턴과 자신의 지문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사용자 인증 요구시 해당 패턴과 지문 정보 검증의 2단계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시
로 사용된 스마트폰에 전면스크린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패턴
입력과 동시에 지문 입력을 통한 인증도 가능하다.

[그림 6] 패턴 입력과 지문 의 동시 인증 예시
[Fig. 6] Example of simultaneous pattern input and fingerprint authentication

4. 성능 평가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일률화된 인증 기법들의 적용에서 벗어나 사용자 스마트폰의 기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용 인증 기법들의 목록과 사용자 및 응용의 요구사항에 대
응하는 인증 기법 또는 인증 기법의 조합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중저가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기기
대비 낮은 보안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 및 응용의 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증 기법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우리는 보안 기법이
적용되는 기기를 인증 기법의 절반 정도인 PIN, 보안 키패드, 패턴 인증, 얼굴 인증만 적용 가능한
중간 수준의 스마트폰을 설정하였으며 보안 강도는 Level3-2로 2개의 인증 기법의 조합, 즉 패턴+
얼굴 인증의 조합이 추천되었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기법들은 제약이 없다. 우리는 제안 기법을
기존의 기법들과 안전성 및 편의성 면에서 비교 및 분석하였다.

4.1 안전성 비교
다음의 그림 7은 제안 기법을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한 보안 안전성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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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전성 비교
[Fig. 7] Security comparison

(H: High, M: Moderate, L: Low)
User Authentication Method

Type of Attack
Shoulder Surfing
Recording
Smudge
Password Guessing

PIN
L
L
L
L

Secure
keypad
L
L
L
L

Pattern

Fingerprint

Face

Iris

Proposed

L
L
L
L

H
L
L
H

H
L
H
H

H
L
H
H

H
M
H
H

그림 7의 표에 의하면 PIN, 보안 키패드, 그리고 패턴 인증의 경우 개별적으로 동작한다면 사회
공학적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지문, 얼굴, 홍채인증의 경우도 레코딩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패턴 및 얼굴 인증의 2가지 기법을 동시 사용하여 레코딩 공격시 공격 대상
이 두 개가 되므로 기존의 단일 기법에 대한 공격보다 공격 성공률이 확률적으로 낮다. 즉, 두 개
인증 정보의 동시 취득이 어려워 비밀정보 획득을 위한 완전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

4.2 편의성 비교
다음의 그림 7은 패스워드 등록, 로그인 절차, 기억, 입력 오류, 그리고 입력 속도를 기존의 기
법들과 비교한 편의성 비교표이다.
[그림 8] 편의성 비교
[Fig. 8] Usability comparison

(H: High, M: Moderate, L: Low)
User Authentication Method

Type of Attack
Password registration
Login process
Easy to remember
Typographical error
Typing speed

PIN
H
H
H
L
H

Secure
keypad
H
H
H
L
H

Pattern

Fingerprint

Face

Iris

Proposed

H
H
H
L
H

H
H
H
L
H

H
H
H
M
H

H
H
H
L
H

M
H
H
M
H

편의성 비교 결과, 제안 기법을 포함한 방법들 대부분이 입력 오류율을 제외하고 유사한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어 편의성은 그 성능상 큰 사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스워드 등
록과정의 경우 제안 방법이 약간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 인증 기법들에 비해 제안 기법이 인
증 요소를 2가지를 사용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은 기존의 단일기법들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기법들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안 기법은 패턴 정보와 지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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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데 지문에는 사용자가 기억해야 할 요소가 없으며 기존의 패턴 인증 기법에서 필요
로 하는 수준의 기억력만 요구된다.

5. 결론
제안 방법은 다중 인증 요소가 적용된 인증 기법의 높은 보안 안전성을 고려하여 연구한 것으
로, 기존의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여러 인증 기법들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인증 기법을 기존의 가용 인증기법들의 조합을 통해 구현 또는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적용 가능한 인증 기법의 수가 많을수록 사용자 또는 응용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단일 또는 최대 3개의 인증 요소가 결합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높은 수
준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안성 및 사용성 평가 결과 제안 기법은 다수의 인증 기법 조합
을 통해 기존 방법들에 비해 사회공학 공격에 안전하고 편의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 향후연구
로써 우리는 제안 기법을 대중성이 높은 스마트폰 목록을 선정하여 적용 및 테스트함으로써 스마
트폰 가격 및 기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인증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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