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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Behavior-based Smartphone User

Authentication Scheme

A-Young Sun

Advisor : Prof. Il-Yong Chung, Ph.D.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onvergence, Chosun University

Smartphone-based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expanding to the extent that

users deal with most of their banking on smartphones without visiting bank

branches. With highly sensitive data involving financial transactions or personal

information being saved on smartphones, secure authentication for smartphone users

has become more critical than ever. Although biometric authentication technologies

including fingerprint/iris/face recognition are widely used to reinforce the existing

vulnerable technologies such as PINs and pattern locks, they are not free from the

leakage of biometric information.

Although a range of biometric authentication technologies are adopted,

conventional passwords are still widely used for authentication, especially as an

option in case biometric authentication is denied. Also, some users stick to

passwords since they find biometric authentication itself awkward or inconvenient

due to a bit more time required for recognition.

To address the foregoing challenges, behavioral authentication based on

smartphone users’ patterns and behaviors has emerged. The behavior-based mobile

security technology provides continuous authentication, adding to user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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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research is underway to rectify its relatively lower accuracy compared to other

authentication technologies. This paper proposed three authentication techniques

combining the behavior-based authentication technology with passwords. Also, it

experimentally tested the password authentication using the keystroke dynamics

based on volume buttons among the proposed authentication approaches, measured

its performance and analyzed its viability for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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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 데이터를 보관 및 관리하는

휴대전화 이상의 저장매체가 되었다. 또한 금융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게

되면서, 이에 비례한 강력한 보안성을 지닌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인증 기술이란 사용자가 정보 자산에 접근할 때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1]으로, 이러한 인증 기술로 패스워드, PIN, 패턴인식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당 기법들은 보안상 매우 취약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문 인식, 안면

인식, 홍채 인식 등의 생체인식 기반의 인증 기술들이 점차 부각되었다.

생체인증은 편리성을 갖춘 강력한 보안 기술임은 분명하나, 해당 기술 또한 해킹 위

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미 생체인증 기술에 대한 여러 많은 위·변조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생체인증의 최대 취약점은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홍채나 안면 인식의 경우 인증을 위해 기기를 사용자 얼굴 정면에 위치시켜야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있다[2]. 이들은

생체인증보다 패스워드 인증을 선호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시, 정해진 횟

수 이상 실패할 경우 대체인증으로 패스워드 기반 인증이 진행된다. 이처럼 아직까지

패스워드 기반 인증은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에 대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패스워드 방식

과 행위 인증을 결합한 행위 기반 인증 기술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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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패스워드 인증 방식과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적 생체인식을 결합한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 인증 기법이며, 총 3가지의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연구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내

용 및 구성에 대해 언급한다. 2장에서는 비생체 기반 인증 기술 및 생체 기반 인증 기

술에과 관련한 연구들을 언급한다. 3장에서는 가변형 쿼티 키보드가 적용된 인증 기법

과 방향 제스처를 적용한 보안 키보드 기반의 인증 기법 그리고 볼륨키를 이용한 인증

기법, 총 3가지의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해 설명한 후, 각 인증 기법의 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3장 3절에서 제안한 볼륨버튼 기반 인증 기법에 대

한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을 통해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 3 -

Ⅱ. 관련 연구

A. 비생체 기반 인증 기술

사용자 인증의 유형에는 [표 2-1]과 같이 4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증 기술로 생체 인증 기반의 TYPE 3, 4 유형의 인증 기술이 보편화되었지

만, 과거 PIN, 패스워드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TYPE 1의 비생체 기반의 인증

기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PIN, 패스워드는 텍스트 기반의 패스워드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

에 편리하고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설정할 경우 보안이 취

약하기에 높은 보안성을 갖추려면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이들은 어깨 너머 훔쳐보는 숄더 서핑 공격(Shoulder Surfing Attack)[3] 및 추측

공격[4]에 취약하다.

[표 2-1] 사용자 인증의 유형

유형 설명 예

Type1 (지식)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줌

(Something you know)
패스워드, PIN

Type2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

(Something you have)
토큰, 스마트카드

Type3 (존재)
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줌

(Something you are)
생체인증

Type4 (행위)
그가 하는 것을 보여줌

(Something you do)

서명, 움직임,

음성

이러한 취약점을 가진 PIN, 패스워드 등의 인증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그래픽 패턴

인식(Graphical Password) 기술이 제안되었고[5], 안드로이드는 해당 패턴 인증 시스템

[그림 2-1]을 도입하였다. 그래픽 패턴 인식 기술은 9개 점에서 최소 4개의 점을 연결

하여 사용하며 각 점은 한번만 사용되며,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넘어갈 때 거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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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 거쳐 간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모든 패턴을 망라하면 조합

가능한 패턴 수는 총 389,112가지이지만, 그래픽 패턴 인증 기법 또한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하기에 사용자들은 기억하기 쉽고 그리기 편리한 패턴만을 사용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PIN, 패스워드 인증 기술과 같이 숄더 서핑 공격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다. 그 외에도 화면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스머지 공격

(Smude Attack)[6]과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 암호를 얻어내는 무작위 대입 공격

(Brute Force Attack)[7] 등과 같은 공격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해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인증에 활용하는 생체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술이 대두되었

다[8].

[그림 2-1] 안드로이드 그래픽 패턴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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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생체 기반 인증 기술

생체 인증은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손바닥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체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리학적 생체 인식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터치 다이나믹스,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등과 같은 개인의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적 생체 인

식으로 구분된다.

1. 생리학적 생체 인증

생리학적 생체 인식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지문, 얼굴, 손바닥, 홍채, 정맥 등)을 자

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9]. 신체 기반 생체 인증은 행동 기

반 생체 인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인증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

다[10].

지문 인식은 전용 센서를 이용해 지문의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로, 가장 보편화된 생체 인증 기술이다[11]. Derawi 등의 연구[12]에서는 지문 이

미지를 캡처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Nokia N95와 같

은 내장 캡처 장치로부터 최대 1320개의 지문 이미지를 평가하여 4.5%의 EER을 달성

하였다. 여기서 EER(Equal Error Rate)은 생체 인증 시스템에서 성능 평가 지표로 이

용하는 오류율이다. EER은 인증된 사용자를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로 잘못 수락하는

확률인 오인식률(False Acceptance Rate ;FAR)과 인증된 사용자를 인증되지 않은 사

용자로 거부하는 확률인 오거부율(False Rejection Rate ;FRR)이 동일해지는 지점으로,

EER이 낮을수록 우수한 성능임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세계지문인식경연대회(FVC:

Fingerprint Verification Competition)[13]에 의해 보고된 바로는 매년 경쟁에서 달성된

최상의 EER 결과는 각각 1.7% (2000), 0.19% (2002), 2.07% (2004), 2.155% (2006)으로

지문 인식이 상당히 낮은 오인식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10].

안면 인식 시스템은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각 사람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응용프로그

램으로 최근 홍채 인식을 비롯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이다.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X, 갤럭시 S8, 갤럭시 S9, 노트 8, 노트 9 등의 스마트폰은 안면 인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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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탑재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 Hadid 등의 연구[14]에서는 Haar-like feature와

Ada-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한 얼굴 인증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40×40pixels 사이즈의 이미지에서 평균 86%의 인식률을, 80×80pixels 사이즈의 이미지

에서는 96%의 인식률을 달성하여 휴대전화에서의 얼굴 인증이 실현 가능함을 보였다.

Tao 등의 연구[15]에서는 얼굴 탐지, 등록, 조도 정규화, 검증, 정보융합 5가지 핵심 모

듈로 구성된 모바일 장치를 위한 저가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당 시스템

은 2%의 EER을 달성하였다.

홍채 인식은 홍채의 모양과 색, 망막 모세혈관의 형태소 등을 분석해 사람을 식별하

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한 인증 방식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16].

홍채를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7],[18] 같은 초기 연구에서부터이

다. Dougman의 연구[18]에서는 홍채 이미지를 디지털로 인코딩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Park 등의 연구[19]에서는 안경을 착용하고도 수행 가능한 각

막의 거울 반사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에서의 새로운 홍채 인식 기법을 제안하였

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100명에게서 400개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 결과, 안경을 착용하

지 않은 이미지에서는 99.5%의 홍채 탐지율을 얻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이미지에서는 98.9%의 탐지율을 얻어 결과적으로 0.05%의 EER을 얻었다.

손바닥 정맥 인식은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정맥의 패턴을 이용하여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이다. 손바닥은 면적이 넓고 정확성이 떨어져 휴대전화에서 인증 기술로 사

용하지는 않는다. Moco 등의 연구[20]에서는 휴대전화에서의 장문 인식 기반의 실시간

생체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OLOF(Orthogonal Line Ordinal Features) 추

출 기법을 사용한 결과 8.52%의 FRR과 0.01%의 FAR을 얻었다. Thamri 등의 연구

[21]에서는 이미지 개선 및 라인 검출을 위해 Log-Garbor 필터를 사용하여 손바닥의

특징을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Gabor descriotor 벡터의 크기를 줄

이기 위해 PCA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PCA-Gabor에 대해 97.22%의 정확도와 1.5%

의 EER을 얻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같이 생체 인증과 관련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비생체 기반 인증 기술들의 한계점을 대체하기 위해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증 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었지만,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해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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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생체 인증 기술들의 해킹 사례

이다.

지문 인식 기술은 2013년 아이폰 5S에 탑재[22]되고 뒤따라 갤럭시 5S에서도 탑재되

면서 가장 보편화된 인증 기술이 되었다. 애플에서 선 보인 지문 인식 기술은 독일 유

명 해커 그룹 CCC(Chaos Computer Club)에 의해 출시 이틀 만에 해킹 당했다. CCC

는 실리콘 고무를 이용해 사용자의 지문을 획득한 후 아이폰 5S를 해킹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3D 프린터로 지문을 위조해 50억원 상당의 땅을 팔거나, 실리콘

지문을 악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거나, 본드 위조 지문으로 입국 심사대가 뚫리는

등의 지문 인식과 관련한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홍채 인식 기술의 경우, 2016년 갤럭시 노트 7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갤럭시 S9에도

탑재되었다. 지문 인식 기술을 해킹한 CCC는 홍채인식 해킹에도 성공했다. 사용자의

눈동자 적외선 사진을 삼성전자의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한 뒤 콘택트렌즈를 얹어 잠금

화면을 해제하였다. 전문가들은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해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술이라

고 자부하였으나 CCC가 화면을 해제하기까지의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현재 많

은 금융권의 기업들이 홍채 인식 기술을 보안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해킹

사례는 큰 파장을 일으켜 생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얼굴 인식 기술은 2011년 갤럭시 넥서스에 처음 탑재되었으며 뒤를 이어 갤럭시 S8,

노트8, 아이폰 X 등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부분 탑재되고 있다. 얼굴 인식 또한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 업체 Bkav

Corporatio은 애플이 아이폰X를 출시한지 일주일만에 페이스ID의 얼굴 인식 기술이

해킹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생체 인증의 오·인식이나 쉬운 위·변조 등으로 인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정

하게 사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중요한 수

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체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학계에서는 생체 인증의 대안으로 행위 기반 인증 기술에 대한 연구를 끊임

없이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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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적 생체 인증

행위 기반 인증은 신체 정보를 사용하는 신체 기반 인증과 달리, 각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본인임을 식별하는 기술로 신체 기반 인증에 비해 정확도가 낮

고 안정적이지 않지만, 신체 기반 인증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일회성 인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10]. 행위 기반 인증 기술은 사용자의 자각을 최소화

하고 기기 사용중에도 인증이 가능한 지속 인증을 제공한다.

음성 인식은 각 개인마다 다른 음성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특징화하여 사람을 식별

하는 방식이다. 음성 인식은 사람의 감정이나 노화에 따른 목소리 변화, 질병, 주변소

음 등의 요인이 정확도에 영향을 끼친다. 학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aloul 등의 연구[23]에서는 누군가 인증된 사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하

여 공격하는 재생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challenge 기반의 음성 인식 기법을 제안하였

다. 2013년 Barclay Wealths사는 스피커 인식으로 전화 고객과의 통화중 30초 이내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음을 발표했다[24].

서명 인식은 서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이 존재하는데, 오프라인 방식은 먼저 서명된 자료를 카메라나 스캐너로

입력한 뒤, 서명의 크기 및 기울기 따위를 통해 검증하고, 온라인 방법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서명속도, 필기순서, 획순 같은 동적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다[25]. Blanco

등의 연구[26]에서는 8개의 모바일 장치에서 11명의 사용자의 서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DTW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에서 스타일러스를 사용한 경우,

최고 0.17%의 EER(Equal Error Rate)과 손가락을 사용한 경우, 최고 0.29%의 EER의

결과를 얻었다. Anikin과 Anisimova 등의 연구[27]에서는 fuzzy logic 기반의 자필 서

명 인증을 위한 기법을 제안하여 100명의 사용자, 각 개인의 25개의 진짜 서명과 25개

의 가짜 서명의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0.03%의 오거부율(FRR)과 0.01%의

오인식률(FAR)을 얻었다.

걸음걸이 인식은 최근 생겨난 인식 기술로 사람이 걷는 방식을 분석하여 식별하는

방법이다. 현재 해당 기술은 개발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가속도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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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므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기술이다[10]. Thang 등의 연구[28]에서

는 바지 주머니에 위치한 휴대전화의 내장 센서로부터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간

영역에서 79.1%, 주파수 영역에서 92.7%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Gafurov의 연구[29]

에서는 100명의 피실험자의 허리 벨트 부분에 센서를 부착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

한 결과 13%의 EER을 달성하였다. Derawi 등의 연구[30]에서도 [29]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피실험자 60명을 대상으로 허리에 센서를 부착하여 새로운 거리 메트릭

Cyclic Rotation Metric(CR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5.7%의 EER을 달성하였다.

행동 프로파일링이란 사용자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과의 상호 작

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이다[31]. Neal 등의 연구[32]에서는 200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블루투스 및 Wi-Fi 사용 패턴을 인증 요소로 19개

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 ID, 어플리케이션 이름,

시간, 데이터 소모량을 수집하였고 블루투스 및 Wi-Fi의 경우, 사용자 ID, 시간 블루

투스 상대 장비/네트워크 SSID, MAC주소, 신호 강도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80%, 7

7%, 93%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모두 조합한 경우 85% 수준의 인증 정확도를 보였다.

Friman 등의 연구[33]에서는 문자 입력 패턴, 앱 사용 정보, 웹 사용 정보,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한 지속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30일간 데

이터를 수집한 결과, 최대 1%의 EER을 얻었다.

터치 다이나믹스는 사용자의 터치 방향, 터치 범위, 터치 지속시간 등과 같은 터치제

스처를 분석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로, 터치스크린 휴대전화가 출현하면서 해당

기술은 학계 및 산업계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10]. Feng 등의 연구[34]에서는 스

마트폰의 터치정보를 이용한 인증 기술 FAST(Finger-gesture Authentication Syste

m)를 제안하였다. 40명의 피실험자로부터 터치 시 X·Y의 좌표, 방향, 속도, 압력, 멀티

터치 시 터치간의 간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험한 결과 4.66%의 FAR과 0.

13%의 FRR을 얻었다. Sitova 등의 연구[35]에서는 사용자의 터치 제스처와 기기를 잡

는 제스처를 인증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터치 시간, 크기, 속력, 누른 시간, 다음 터치

와의 시간 간격 및 기기를 잡을 때 가속·중력·자력계의 데이터 값을 수집하였다. 사용

자가 앉아 있을 때와 걷고있을 때의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100명의 참가자로부터 데

이터를 수집한 결과, 전자에서는 10.05%의 EER을 얻고 후자에서는 7.16%의 EER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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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2-2]은 행위 기반 인증 기술의 각각의 장·단점을 나타낸 표이다[10].

[표 2-2] 행위 기반 인증 기술의 장·단점

Biometric Advantages Disadvantages

Voice

recognition

⦁Widely accepted and easy

to use

⦁Remote authentication

⦁Relatively low accuracy

⦁Does not work well under poor

conditions such as illness

Signature

recognition

⦁Widely accepted

⦁Non-intrusive

⦁Relatively low accuracy

⦁Require consistent writing trails

Gait

recognition

⦁Continuous authentication

⦁Can work without user

intervention

⦁Low accuracy

⦁The performance is easily affected

by terrain, injury, etc

Behavior

profiling
⦁Continuous authentication

⦁Does not work well if users perform

inconsistently

Keystroke

dynamics

⦁Continuous authentication

⦁Does not need additional

hardware

⦁Does not work well if users perform

inconsistently

⦁Accuracy is inconsistent

Touch

dynamics

⦁Continuous authentication

⦁Does not need additional

hardware

⦁Does not work well if users perform

inconsistently

⦁Accuracy is inconsistent

a.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는 개인이 특정한 문자열을 타이핑할 때 개별 문자열을 입력

하는 방식으로써, 사람들은 개인만의 독특한 타이핑 습관으로 인해 각자 고유한 키스

트로크 패턴을 갖는다[36].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 2-2]와 같은 파라미터들의 시간 간

격을 측정하여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패턴을 측정한다. 각 파라미터들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Dwell Time은 한 키를 누른 시점부터 뗄 때까지의 시간이다. Flight Ti

me은 한 키를 누르고 뗀 시점부터 다음 키를 누를 때까지의 시간이다. Press-Press T

ime은 한 키를 누른 시점부터 다음 키를 누를 때까지의 시간이다. Release-Release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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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은 한 키를 누르고 뗀 시점부터 다음 키를 누르고 뗀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그림 2-2]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파라미터 표현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하는 키스트로크 측정은 1975년 Splillane의 터미널 키보드를

기반으로 타이핑하는 사용자의 키 입력 리듬에서 시간 패턴과 키에 가해지는 압력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로 인해 처음 제안되었다[37].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1980년에는

각 사용자별로 키 입력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 모델로 구분이 가능함을 제시하

며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기법이 인증 방법으로써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었다[38].

1985년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키의 평균 latency의 특징과 연속된 두 키를 누를

때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이용한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기반의 인증 실험을 진행하여 1

1.7%의 FAR과 5.8%의 FRR의 결과를 얻었다[39]. 1990년에는 13.3%의 FRR과 0.17%

의 FAR의 결과를 얻으며 키스트로크 기반의 인증 기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40].

2000년도에 Monrose 등의 연구[41]에서는 63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텍

스트의 단일 문자의 키 누름 시간 연속된 두 문자 또는 세 개의 문자의 키 간의 입력

시간 등의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수로 추출한 뒤, 동일한 문자

열에 대해 유클리드 거리를 비교하여 거리값이 작을수록 같은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출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발생 빈도를 조합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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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이 같을 확률을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Weighted probability, Non-weighted

probability, 유클리드 거리순으로 각 87.18%, 85.63%, 83.22%의 인증 정확도를 얻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기반의 인증 연구는 2002년도에 처음 연

구되었다[42]. 2003년도 Clarke 등의 연구[43]에서는 Nokia 5510의 숫자 키보드를 이용

한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실험을 진행하였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결과 4자리 숫자

패스워드 입력 시 11.3%의 EER과 9자리 숫자 패스워드 입력 시 10.4%의 EER과 자유

롭게 입력했을 시 24.5%의 EER을 얻었다.

2009년도 Saevanee 등의 연구[44]에서는 터치스크린을 눌렀을 때의 손가락 압력을

인증 요소로 하는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N

N(Probabilistic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99%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안드

로이드 1.6이 출시되면서 손가락 끝의 크기, 모바일 장치의 방향 및 각도 등의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많은 연구[45]들이 진행되었다.

2016년도 Michael 등의 연구[46]에서는 키스트로크 패턴 측정을 위해 52명의 피실험

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익숙한 지역번호가 포함된 10자리 문자열의 고정 텍스트

를 10회 정도의 간단한 반복 연습을 마친 뒤 30번 입력하도록 하고 키를 누르는 시간,

눌렀다 떼는 시간 등의 이벤트 발생 시간과 이벤트 화면 좌표, 화면 방향, 터치 압력의

세기, 터치 시 손가락 면적 및 방향 등의 데이터 값을 수집하여 최고 4.0% EER의 결

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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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위 기반 인증 기법

사람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 인증은 유출 시 리스크가 매우 크며 이를

대체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에서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다양한 생체 인증 기술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수의 사용자들은 아직까지도 간단한

숫자 패스워드 인증을 선호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생체 인증 기술의 대안으로

적합한 행위 기반 인증과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기존의 패스워드 인증을 결합한 인증

기법을 연구하였다. 본 장에서는 3가지의 행위 기반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A. 가변형 쿼티 키보드 기반 인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인증 기법은 키 배열이 임의로 변형 가능한 키보드가

적용된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와 관련한 연구들[42-46]에서는 아래 [그림 3-1]의 (a)와 같은

기존의 키보드를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이와 달리 제안하는 인증 기법은 [그림 3-1]의

(b)와 같은 현재 스마트폰용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시 사용되

는 보안 키보드에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키보드는 배열의 임의

변환이 가능하다.

(a) (b)

[그림 3-1] 일반 QWERTY 키보드(a)와 보안 키보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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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설계

가변형 키보드가 적용된 제안하는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기반 사용자 인증 기법은

다음의 2단계로 구성된다.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는 고정된 또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텍스트의 반복 입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 입력 패턴에 대한 데이터 샘

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사전에 취득한 사용자 입력 패턴 샘플을 바탕

으로한 사용자 인증이 진행되는 구조를 갖는다. 실제 사용자 인증 단계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데이터 샘플로부터 계산된 사용자 패턴 데이터를 실제 입력된 텍스트+

패턴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정당한 사용자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1) 등록 단계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는 임의의 개수의 passcode를 입력한다. 여기서 passcode는 지

정되지 않았고, passcode의 길이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ayoung,

say123, sun4278 등의 패스워드로 지정하고 싶은 임의의 문자열 및 문자+숫자 조합의

단어들을 등록하게 되며 이 때, 한 passcode당 평균 3회 이상의 입력을 통해 정규화된

패턴 즉, 키를 누르는 시간 및 떼는시간, 누르는 좌표, 입력 속도 등에 대한 패턴 데이

터를 취득 및 저장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등록한 단어는 passcode의 subset으로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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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등록 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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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단계

인증 단계에서 사용자는 사전에 등록해놓은 passcode들 중 하나를 입력한다. 입력된

passcode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passcode들 중 일치하는 요소가 없을 경우 1차적

으로 인증이 거부된다. 만약 일치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그 다음 단계로써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를 비교한다. 또한 입력된 passcode가 일치하더라도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인증단계에서 일정 횟수 이상 불일치하게 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passcode는 영구 삭제되어 패스워드 입력 단계에서 제한된다.

[그림 3-3] 인증 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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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다음의 [그림 3-4] (a)는 제안하는 방법에서 적용한 보안 키보드 구조에 대한 예시이

며, [그림 3-4] (b)의 키보드 배열 구조에서 임의로 키의 배치가 변경된 보안 키보드

구조에 대한 예시이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은 키의 배치가 매 인증 시 마다 또는

사용자 선택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QWERTY 키보드의

고정된 키 배열 구조에 비해 최근의 보안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a) (b)

[그림 3-4] 가변형 키보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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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향 제스처가 적용된 보안 키보드 기반 인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번째 인증 기법은 방향 제스처가 적용된 보안 키보드를 기

반으로하는 허수키 기능을 추가한 패스워드 인증 기법이다. 해당 기법은 사용자가 지

정한 패스워드의 각 문자 마다 4개의 방향 중 하나의 방향을 추가로 설정하여 제스처

를 취하도록한다. 또한 허수 키(falsity key)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는 암호 키와 허수

키를 섞어가며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허수기능이란 패스워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임

의의 키(허수 키)를 암호 키 사이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허수 키와 암호 키는 사용

자가 스크린을 터치하는 압력의 세기로 구분한다. 허수 키는 약하게 터치하고, 암호 키

는 강하게 터치함으로써 이를 구분한다.

1. 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 제안하는 방향 제스처가 적용된 보안 키보드를 기반으로 허수키 기능을

추가한 인증기법은 다음의 2단계로 구성된다.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는 먼저 터치 압력

세기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패스워드 문자열을 입력하고, 인증 단계에

서 사용자 인증 시 입력된 패스워드를 기존의 저장된 패스워드와 비교하여 허가 및 거

부를 판단한다.

1) 등록 단계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패스워드의 문자열 혹은 문자+숫자 조합을 입력하

고, 각각의 문자 혹은 숫자에 방향 제스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정한 패

스워드를 ‘day’라고 가정한다면, [그림 3-5]의 (a)와 같이 ‘d’, ‘a’, ‘y’ 각 키보드마다 추

가 제스처를 설정하고 [그림 3-5]의 (b)와 같이 패스워드 입력 시 해당 키보드를 누른

상태로 각 설정된 방향으로 제스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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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5] 방향 제스처를 추가한 텍스트 입력 방식 (a), (b)

[그림 3-6] 등록 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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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단계

인증 단계에서 사용자는 사전에 등록한 패스워드와 임의의 허수 키를 조합한 패스워

드를 입력한다. 압력 센서는 감지된 압력의 세기에 따라 허수 키와 암호 키를 구분한

다. 구분된 패스워드(암호 키)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패스워드를 1차 비교한다. 일

치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써 방향 제스처를 취했을 시 좌표의 방향각도를 구하여 오차

범위와 비교하여 해당 시 인증을 허가한다.

[그림 3-7] 인증 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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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다음의 [그림 3-8]은 제안하는 방법에서 적용한 보안 키보드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예시이다. [그림 3-8]과 같이 한 문자에 네 가지 방향을 추가로 설정하여 조합 가능

한 경우의 수를 늘림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허수키를 추가하여 누군가 엿보더라도

터치 압력의 세기를 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레코딩 공격 및 엿보기 공격에 강

하다.

[그림 3-8] 방향 제스처가 적용된 보안 키보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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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볼륨 버튼 기반 인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 번째 인증 기법은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가 적용된 볼륨

버튼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이다. 기존의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연구들[36-46]과 달

리 제안하는 기법은 키보드가 아닌 볼륨 버튼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키스트로크 패턴을

추출한다. 기존의 볼륨 버튼은 소리를 조절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나 더욱 확장되어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버튼 대신 누르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기법은 볼륨버튼

의 +, - 두 개의 키를 인증 요소로 활용하였다.

해당 기법은 위(+), 아래(-) 버튼만으로 구성된 볼륨버튼의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가

적다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동 인증 기법의 일종인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를 적

용하였다. 제안하는 볼륨버튼 기반의 사용자 인증기법은 등록 단계와 인증 단계로 구

성된다. 등록 단계는 볼륨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키스트로크 패턴을 추출하는 단계,

추출한 인증패턴을 수치화하여 임계값을 더해 오차범위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인증 단계에서 사용자 인증 시 입력된 인증패턴을 기존의 저장된 인증패턴

과 비교하여 허가 및 거부를 판단한다.

1. 시스템 설계

1) 등록 단계

등록 단계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패스워드의 자릿수와 전체 패턴 입력 횟수를 설정한

다. 전체 패턴 입력은 최소 4회 이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패스워드 입력 전 5

회 연습 후 리듬을 익히고 설정한 횟수만큼 반복 입력한다. 각 입력의 간격은 5초 이

내이며, 입력의 등록시간은 최대 10초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재입력을 통해 다

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위버튼과 하위버튼의 중복입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선 설명과 같이 사용자가 기준 패턴 입력을 마치면 볼륨 버튼 입력 시 발생한 버튼

이벤트 시간 간격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0.15sec의 임계값을 적용해 오차범위

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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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등록 단계 구조



- 24 -

2) 인증 단계

인증단계에서는 아래 [그림 3-10]과 같이 사용자가 인증을 위한 패턴(비교패턴)을 입

력하면 볼륨 버튼 입력 시 발생한 버튼 이벤트 시간 간격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준 데이터와 비교한다. 버튼으로 조합된 패스워드를 1차

로 비교한 후, 일치한다면 2차 인증으로 오차범위를 비교하여 허가 및 거부를 판단한

다.

[그림 3-10] 인증 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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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현

다음 [그림 3-11]의 (a), (b)는 볼륨 버튼 잠금 패턴 등록 화면이다. 먼저 [그림

3-11] 의 (a)와 같이 사용자는 원하는 패턴을 입력하고, [그림 3-11]의 (b)와 같이 지

정한 횟수만큼 동일한 패턴을 반복 입력한다. 더 나은 보안을 위해 인증은 [그림 3-12]

와 같은 잠금 화면에서 버튼을 누름으로써 진행된다. 또한, 인증 시 입력한 패턴이 일

치하지 않아 3회 이상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숫자 패스워드 및 지문 인식을 통해 대체

인증을 진행한다.

(a) (b) (c)

[그림 3-11] 패스워드 등록 화면 (a), (b) 및 도움말 화면 (c)

[그림 3-12] 스마트폰 잠금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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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3장 3절에서 제안하는 볼륨 버튼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술의 성능 검증

을 위한 실험 방법과 성능 측정 결과에 대해 다룬다. 해당 기법은 다수의 사용자가 볼

륨 버튼을 이용하여 동일한 패스코드를 입력하더라도 각 사용자마다 다른 리듬을 가지

므로 이를 인증 요소로 한 패스워드 인증 기법이다. 본 장에서는 제안한 인증 기술의

성능 평가 지표로 동일 오류율(Equal Error Rate; EER)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4.1절에서는 실험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 서술하며, 4.2절에서는 실험 평가

방법과 결과 분석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환경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실험 환경

Division Contents

H/W

CPU Intel(R) Core(TM) i5-4570 CPU @ 3.20GHz

GPU AMD Radeon HD 6450

RAM 8GB

HDD 200GB

S/W

OS Windows10, Ubuntu16.04 LTS

Program

Language
Android Studio 3.2, Python 2.7

A.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갤

럭시S5 기기에서 사용하였다. 실험은 2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5명의

피실험자는 인증된 사용자로 가정, 5명의 피실험자는 침입자로 가정하여 데이터셋을

수집하였다. 제안하는 인증 기술은 등록 단계와 인증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데이터셋은

등록 단계에서 수집된다. 등록 단계에서 각 피실험자로부터 볼륨 버튼을 이용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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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패스코드 ‘- + + - + -’ 를 5회의 연습을 거쳐 10회 입력받아 오타가 입력된 데

이터를 제외한 총 985개의 샘플을 수집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셋에는 한 버

튼을 누른 시간부터 다음 버튼을 누른 시간까지의 시간 간격(Press-Press Time)이 포

함된다. 시간 정보는 1/1000초(millisecond) 단위로 수집되었다.

[표 4-2] 데이터 수집 정보

데이터 수집 

수집 방법
갤럭시 S5 기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사용

수집 인원 20명

수집 샘플 수 985개

수집 요소 키 입력간의 시간 간격

B. 실험 평가 및 분석

1. 실험 평가 방법

본 논문의 실험은 앞 절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각각의 볼륨 버튼 입력 순

서와 대응되는 키 입력 시간 간격간의 평균값에 임계값(⍺)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

로써 최적화된 ⍺값을 적용한 EER을 도출하여 사용자 인증 성능을 평가하였다.

a. 기준 데이터 설정

제안하는 볼륨 버튼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은 인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볼륨 버

튼 입력 순서와 대응되는 시간 간격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임계값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 데이터로 삼아 인증 단계에서 입력하는 패스워드와 비교하여 인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4-1]과 같이 ‘+ - + + +’ 의 지정된 패스코드를 n번 입력한다면



- 28 -

첫 번째 버튼 ‘+’와 두 번째 버튼 ‘-’의 시간 간격들을 합산한 평균값

      
,

두 번째 버튼 ‘-’과 세 번째 버튼 ‘+’의 시간 간격들을 합산한 평균값

      


등의 각각의 평균값에 최적화된 임계값을 찾아 적용하여 사용자 인증 시 기준데이터로

설정한다.

[그림 4-1] 볼륨 버튼 누름 시간 간격 계산

b. 거리기반 분류기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인증을 위한 등록된 사용자의 특징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

사용자의 템플릿을 생성하며, 생성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침입자를 분류한다. 정상 사용

자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기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거리기반 분류기를 사

용하여 정상 사용자와 침입자를 분류하였다. 거리기반 분류의 경우, 거리 메트릭

(distance metric)을 설정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Euclidean 거리를 사용하였다.

Euclidean 거리는 두 개의 n차원 점 … 와 ⋯  사이의 직선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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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방법으로써, 공식은 다음과 같다.

                   



  



  


c. 성능 평가 지표

본 연구의 실험 성능 평가를 위해 3가지 유형의 오류율[그림 4-2]을 사용한다.

FAR(False Acceptance Rate)은 오인식률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를 등록된 사용자로

잘못 수락하는 확률이며, FRR(False Rejection Rate)은 오거부율로 등록된 사용자를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로 거부하는 확률이다. FAR과 FRR은 한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다른 쪽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FAR이 높으면 공격자를 포함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쉽게 인증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FRR이 높으면 등록된 사용

자도 인증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를 재시도 해야 한다. 이는 알고리즘의 인증

기준(threshold)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FAR과 FRR의 수치가 변화하게 됨을 의미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증 기준에 독립적인 성능 평가 지표인 EER을 사용하였다.

FAR과 FRR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 된다 :

    

   
× 

    

   
× 

[그림 4-2]와 같이 EER(Equal Error Rate)은 FAR과 FRR의 비율이 동일해지는 지

점으로써 EER이 낮을수록 우수한 인증 알고리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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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FAR, FRR, EER의 관계

2. 실험 결과 분석

제안 기술에 가장 적합한 임계값을 추출하기 위해 0≤⍺≤0.4 범위 내의 임계값을

적용한 오차범위를 설정하여 사용자 인증 시 기준으로 삼아 성능을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 4-3]은 각 ⍺값에 따른 성능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4-3]의 그래

프를 통해 ⍺값이 0.15일 때 4.25%의 EER(FAR 2.27%, FRR 6.23%)로 가장 낮은

EER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기존의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 연구들

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사용자를 인증

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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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임계값에 따른 EER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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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해 연구하며 생체 인증 기술의 일종인 행위 기반 인

증 기술과 기존의 패스워드 인증 방식을 결합한 3가지의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하고

그 중, 3장 3절에서 제안한 볼륨 버튼 기반의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가 적용된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실험은 2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지정

된 6자리의 패스코드 ‘- + + - + -’를 입력받아 키 입력간의 시간 간격을 수집한 데이

터셋에 임계값을 적용하고, Euclidean 거리 메트릭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침입자를 분

류하였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생체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동일 오류율(Equal

Error Rate; EER)을 사용하였다.

볼륨 버튼 입력 순서와 대응되는 키 입력 시간 간격간의 평균값을 추출하여 0≤⍺

≤0.4 범위 내의 임계값을 적용하며 반복 실험한 결과 ⍺값이 0.15일 때 4.25%의 가장

낮은 EER의 결과를 얻었다. 키보드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한 기존의 키스트로크 다

이나믹스 연구들의 EER과 비교했을 경우 비교적 좋은 성능 측정 결과를 보이며, 볼륨

버튼 기반 인증의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으로 사용 적합함을 보였다.

제안하는 볼륨 버튼 기반의 사용자 인증기법은 볼륨 버튼이 위, 아래 버튼만으로 이

루어져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다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고유한 패

턴 리듬을 인증 요소로 하는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를 적용하였다. 해당 기법은 별도

의 하드웨어 장치의 필요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에 기본으로 장착된 볼륨 버튼만으로

쉽게 패스워드를 인증할 수 있다. 또한,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해당 기기에 인증된

사용자의 리듬 패턴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깨너머 공격에 대응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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