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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너머의 세상

디지털 변환의 시대에서 보안, 효율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저자 Mike Wyatt, Irfan Saif, David Mapgaonkar

일러스트레이션 Lucy Rose

신이 컴퓨터를 통해 민감한 재무 정보(합병

등)에 접근하려 할 때, 몇 주전에 이 특정 사

이트를 위해 만들었던 비밀번호, 즉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으로 조합된 비밀번호

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사용자명과 비밀번

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대신에 웹사이트는 당신이 어제 점

심을 먹었는지 질문하고, 동시에 당신의 스마트워치가 사

용자의 고유한 심박 신호를 검증한다. 이 과정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더 안전하다. 당신의 고

유 정보를 사용한 접근법은 당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당신인지 확인하는 데 있어 비밀번호 시스템보다 더

뛰어나고 강건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전략의 초

석이며, 디자인 철학의 중심이 된 사용자 경험(UX)이 이

변환의 동력이다. 하지만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일선의

직원, 임원에게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 경험은 번거롭고 보

안적 측면에 있어 가장 약한 고리인 트랜잭션(Transac-

tion) 과정과 함께 시작한다. 실제로 기업이 받은 사이버

공격 중 3/4 이상의 취약하거나 도용 당한 비밀번호가 원

당



58 비밀번호 너머의 세상 

Deloitte Review l www.deloittereview.com

인이었다.1 모든 독자가 알고 있듯 기업의 사이버보안 침

해는 기술, 법률, 홍보 등에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

한다. 그리고 덜 구체적이지만 더 타격이 큰 피해로서 평

판 혹은 신용 등급의 하락, 계약 취소, 기타 비용 등이 발

생할 수 있다.2 비밀번호의 취약성이 개선되면 기업의 사

이버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

자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객의 호감도가 증가하며, 직

원들의 비밀번호 분실과 계정 접근 차단을 주기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스템 관리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CIO 뿐만 아니라 점점 길어지는 비밀번호를 외우는 데 지

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생체인식과 사용자 애

널리틱스, 사물인터넷 적용 등 새로운 기술이 기업에 양

자간 신뢰, 사용자 경험, 개선된 시스템 보안을 기반으로

그림 1.비밀번호의 문제점

출처: 로보폼(RoboForm), "비밀번호 보안 설문조사 결과 - 파트 1(Password security survey results-part1)",” http://www.roboform.com/

blog/password-security-survey-results, 2016.04.21 ; 필립 잉겔산트(Philip Inglesant)  M.안젤라 사쎄(M. Angela Sasse), "사용할 수 없는

비밀번호 정책의 진짜 비용: 실제 환경에서 비밀번호 사용(The true cost of unusable password policies: Password use in the

wild)"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인간 요소에 대한 SIGCHI 컨퍼런스의 의사 진행(2010): pp. 383–392; 포탈가드(PortalGuard), 복수의 비밀번호

요구와 연관된 실제 비용 Top 10(Top 10 real costs associated with requiring multiple passwords), 2011; 탐 리조(Tom Rizzo), "비밀번호

의 진짜 비용(The hidden costs of passwords)", 스콜피온소프트(ScorpionSoft), 2015.8.20, http://insights.scorpionsoft.com/the-hid-

den-costs-of-passwords; 빅토리아 울라스톤(Victoria Woollaston), "강력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해커는 16자리 비밀번호

를 1시간 내에 풀 수 있다(Think you have a strong password? Hackers crack 16-character passwords in less than an HOUR)", 데일리 메

일(Daily Mail), 2013.05.28; 맷 스미스(Matt Smith), "패스워드 해킹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5가지 방법(The 5 most common

tactics used to hack passwords)", 2011.12.20, http://www.makeuseof.com/tag/5-common-tactics-hack-passwords/; 포네몬 인스티

튜트(Ponemon Institute), 2015 데이터 침해 비용 연구: 글로벌 분석결과(2015 cost of data breach study: Global analysis), 2015년 5월;

올리 로빈슨(Olly Robinson), "다수의 기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단순성 찾기(Finding simplicity in a multidevice world)", Gfk 인사이트 블로그,

2014.05.06, http://blog.gfk.com/2014/03/finding-simplicity-in-a-multi-device-world/.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 헬프데스크 비용

• 기술 취득 비용

• 관리와 운영 비용 

• 2015년 기업의 사이버 보안 
침해 평균 비용은 7.6%가 
증가한 378만 달러에 달했다. 

• 41%의 사람들이 
여섯 개 이상의 
비밀번호를 보유

• 42%의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적어놓음 

• 23%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 

• 온라인상 성인의 60% 
이상이 매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기기를 사용  

• 빨라지는 컴퓨터로 인해 
비밀번호 해킹이 쉬워짐

• 소셜 미디어로 인해 
비밀번호의 유추가 쉬워짐

비용 증가 보안

보안 침해의 
영향

사용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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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4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이미 10개 이상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5

그림 1이 보여주듯 비밀번호의 보안 요구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향해 가고 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George

Miller)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잘 기억하는 숫자는 일곱 자

리이며, 여기서 두 자리 정도가 많거나 적다고 한다.6 수준

급 해커가 여덟 자리 비밀번호를 77일만에 풀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아홉 자리 비밀번호를 90일마다 바꾸는 정책이

어야 충분히 안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7

하지만 이렇게 긴 비밀번호는 특히 정기적으로 여러 개를

바꿔야 할 때, 사람들의 기억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취약한 같

은 비밀번호를 여러 계정에 다시 사용하고, 비밀번호가 적

힌 메모를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으며, 비밀번호를 공유

하고, 자주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기능에 의존한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에서 23%가 언제나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고 답

했고, 42%는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고 말했다. 응답자

의 74%가 하루에 6개 이상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에 로그인하는 반면, 단지 41%만이 6개 이상의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했다.8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

자의 20% 이상이 일상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56%는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

용했다.9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가 이 문제를 일부 경

감해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궁극적으로는 비밀번호의 조

합이 중요하다.10

직원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독특하며 보안수준이 높은

서로 다른 비밀번호 6개를 기억한다고 해도 여전히 비밀

번호는 취약하다. 인간은 여전히 비밀번호를 탈취 당하거

나 누설하도록 꾐에 빠질 수 있다. 악성소프트웨어인 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의 성공적인 실행은 사업의 빠른 성장과 시장에서 기업

의 차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계정과 비밀번호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정보에 접

근하는 방식의 업그레이드는 일과 삶의 측면에서 오랫동

안 지연되어 왔다. 비밀번호는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완전

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확장성이 부족하다. 특히

오늘날 사용되는 수많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더

욱 기대하고 요구하는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UX)을 제공

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불가피하게 권고를 무

시한 채3 동일한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이로 인해 접

속하는 모든 시스템들의 취약성이 증가한다. 아마 더 중

요한 점은 비밀번호가 거래 가치에 상응해 맞춤화된 인증

대응을 제공하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즉, 문자 사용이나 비밀번호 길이에 대해 번거로운 정책

을 요구하는 강력한 비밀번호 시스템은 시스템 관리자들

이 주어진 비밀번호의 강도를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러한 지식이 없으면, 기업은 어떻게 다른 인증 요소들로

비밀번호를 계층화해야 할 지 리스크 정보에 기반해 결정

하기가 어려워진다.  

21세기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다

년 전의 전형적인 소비자라면 이메일용으

로 단 하나의 비밀번호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는 아마도 은행계좌 비밀번호와

똑같은 4자리 숫자였을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사용자는

며칠마다 새로운 계정을 생성한다. 그리고 각 사이트는 기

업 정보 접근부터 온라인 쇼핑, 가스/전기요금 납부, 투자

확인, 10km 단축마라톤 참가 등록, 단순히 회사 이메일

에 로그인하는 데까지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듯 하

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사용자마다 200여개의 온라

인 계정을 가지게 되고, 각 사이트마다 고유한 비밀번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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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Malware)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이버 범

죄자가 로그인 정보나 신용카드, 기타 데이터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훔쳐가는 피싱

(Phishing)도 있다.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해커가 악용

하는 “제로데이(Zero Day)” 공격도 존재한다.11 물론 고전

적인 방식의 인간적 공격도 계속된다. 사용자가 비밀번호

를 입력할 때 어깨 너머로 슬쩍 본다든지, 버려진 비밀번

호 정보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부하 직원들

로부터 비밀번호를 입수하기 위해 회사의 고위직인 듯 행

세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

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내는가 하면, 직원들이 회

사의 비밀번호를 매매하기도 한다.

물론 비밀번호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 비용도 발생한다. 비

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헬프데스크, 잘못된 비

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 발생하는 계정 잠금으로 인한 생

산성 하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비용이 증가

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점점 강력해지는 컴퓨

터의 능력이 무작위로 문자를 마구 대입해 암호를 추측하

는 새로운 무차별 대입 공격(Brute-force attack)을 가능

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비밀번호의 미래는 비용이 많이 들

고 불안하다.  

위치인식에서 생체인증까지 

업의 리더는 정보와 접근 전략이 오늘날 거의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

고 있다. 이제는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역

사적으로 사용돼왔던 기제, 즉 비밀번호가 근본적으로 망

가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의 신탁책임과 지배책

임을 고려할 때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은 보다 강건한 온라

인 접속 보안을 제공해 기업의 보물 창고—디지털 정보—

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주주들에게 지고 있다. 결국 투자

자, 고객, 직원, 협력업체, 제삼자 판매인, 기타 관계자들

은 강력한 기업정보보호를 통해 정당한 사용자에게 정보

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같이 양

자간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모든 건전한 비즈니스 관계의

핵심이다. 

소비자, 직원, 협력사 모두가 매끄러운 디지털 상호작용

을 점점 더 기대함으로 인해, 기업이 사용자 신원에 대해

구상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패

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

로운 로그인 자격 증명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 혹

은 특정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가졌는가,”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당신

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까지 포함해 구성될 수 있다. 여기

에는 개인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시점과 요일에 대한 개

인의 패턴 탐지, 사용자 행동 특성의 기타 동적인 맥락 평

가, 개인의 위치, 생채인증, 토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

증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적응성을 갖춰가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과 다를 경우에는 심지어 기

본적인 인증자격이 맞는 듯한 경우라도 그 인증 시도가 너

무 위험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시스템은 인증

을 강화해 사용자에게 신원 증명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늘날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

기다. 하지만 벤처 투자자들은 또한 다른 연결 기기의 개

기

• 설문대상 응답자의 74%가 하루에 여섯 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고 답했다.12

• 설문대상 직원의 20%가 일상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한다고 답했다.13 

• 설문대상 직원의 56%가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고 답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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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밀번호의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 디지털 시대까지 

고대부터 비밀번호는 지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즉 보호받는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식의 권한 설정은 등록된 값과 대조하는 “인증”을 위해 “당신이 아는 무엇(What you know)”, 즉

비밀번호를 제시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그림 2가 보여주듯이 비밀번호는 지난 50년 간의 디지털 열쇠로서의 역할을 포

함해 우리 역사의 초석이었다. 실제로 디지털 비밀번호는 장점이 있었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고 비교적 편리했던 것이

다. 만약 유출되면 변경도 가능했고 비록 보안을 손상시키는 행위긴 하지만 편리하게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었다. 비

밀번호가 지배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기업 정책이 잘 수립되어있다. 그리고 신원 확인과 접속 관리 시스템

도 이를 지원한다. 

디지털 시대 이전
고대부터 비밀번호는 지금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즉 접근 허가를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비밀번호는 “열려라 참깨”였다). 

목적: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

고대 로마 병사들은 나무판에 매일 새로 
새겨지는 “암구어”를 사용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동안, 미군 낙하산병들은
“수하”를 통해 서로를 확인했다. 즉 “플래시”
같은 문어를 말하면, 상대방은 “썬더”와 같은 
답어로 답해야 한다.

1970년대 

평문 비밀번호 저장 

1980~1990년대 

DES 기반의 암호화, 즉 비밀번호의 보안강도 
점검과 솔트(Salt, 사용자의 비밀번호에 임의의 
값을 추가해 보안강도를 강화하는 기법)화된 
비밀번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이중 인증체계가 주류화

2000년대 + 
싱글 사인온(SSO)은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암호를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여러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인간적 오류로 인한 실패를 제한해 준다. 비밀번호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문 인식, 리스크 기반/적응형 인증 등 
고급 인증 메커니즘으로 대체되고 있다

1990년대 

사이퍼텍스트(Ciphertext, 평문을 암호화 
처리해 출력된 결과물)와 해싱(역행할 수 

없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평문의 
암호화) 사용의 확산

암호화 해시를 사용한 비밀번호의 진화

비밀번호 숨기기(암호화돼 저장된 비밀번호 
파일을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숨김 처리)

디지털 시대
(1960대~1970년대 초반)

알려진 최초의 컴퓨터 비밀번호는 1961년 
도입된 MIT대학의 CTSS 시간 공유 
시스템에서 쓰였다. 이 체계는 40인의 
도둑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신원과 
인증(사용자명과 비밀번호) 형식을 사용했다. 

21세기의 비밀번호

출처: 브라이언 블랙(Bryan Black), "스파이 활동의 언어: 신호, 역신호, 그리고 인식(The language of espionage: Signs, countersigns, and

recognition)", 이미넌트 쓰레트 솔루션(Imminent Threat Solutions), 2015.08.11; 데이비드 월든(David Walden), 탐 반 블렉(Tom Van

Vleck), eds, 호환가능한 시간 공유 시스템(1961-1973): 50주년 기념 개요(The Compatible Time Sharing System (1961–1973): Fiftieth

anniversary commemorative overview), IEEE Computer Society, 2011; "비밀번호 보안: 과거, 현재, 미래(Password security: Past, pres-

ent, future)", 오픈월(Openwall), 2012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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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고유한 심장박동

을 확인하는 손목 밴드, 인간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기계간 인증을 수행하는 USB 동글(역주: 컴퓨터의

I/O 포트에 연결되는 장치로 특정 프로그램의 복사나 실

행 시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키나 ID

를 저장한 장치) 등이 있다.15

여러 기술들이 전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위해 융합되고 있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비밀번호 외에도 여러 가

지 놀랍고 새로운 인증 방식들과 분석을 통해 정보에 기반

한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아이덴티티 이코시스템 스티어링 그룹(Identity

Ecosystem Steering Group)의 경영 협의회 부의장인 이

안 글레이저(Ian Glazer)는 말한다. 이는 민간부문이 주

도하는 위원회로 미국 연방정부와 공조해 보다 안전한 디

지털 인증 체계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또한 해결됐습니다. 즉 스마트폰이라는 형태로 모

든 사람들의 손에 인증 플랫폼을 쥐어준 것이죠.”16

회사 입장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

전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리스크 기반의 분석에 따라

최우선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투자와 실행의 초점을 맞춰

이전을 실행하는 사려 깊은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선별

된 대안들의 테스트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회

사는 가장 필요한 곳에 성공적인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

다. 대부분의 경우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비즈니스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의 정합성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지기들

밀번호 보호에 드는 비용-시간, 리스크, 돈-이 

증가하면서 기업은 유연한 리스크 기반의 접

근법을 기대하고 있다. 즉 요청되는 트랜잭션

의 가치에 상응하는 강도로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다. 다행히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리스크 한도

와 사용자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결

합이 가능한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17

같은 신흥 기술이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단일 비밀번호의

취약성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문지기들은 추가적인 점검 단

계를 요구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분리된 경로를 통해

서로 다른 신원 증명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절도범은 당신

의 신원정보를 훔치거나 당신인 척 가장하기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플랫폼이 디지털 정보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서 개선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문자, 공유, 모바일 앱 경제는 즉각적이고 매끄러운 온라

인 커뮤니케이션과 거래를 어디서나 가능하게 했다. 초창

기와 반대로 이제는 소비자가 얼리 어댑터이고 기업은 후

발주자다. 그래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소비자의 디지털 허브가 되어가면서, 중심 기능을 수행하

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 이미 16-24세 연령층의 대부분

이 보안을 온라인 구매 전의 귀찮은 절차로 보고 있고, 생

체인식이 비밀번호보다 훨씬 빠르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18 이러한 추세에 부합해 기술 선도 기업들은 2012

년 Fast IDentity Online(FIDO)협의회를 결성했다. 이 협

의회의 목적은 개방되고 상호 호환되며 확장 가능한 비밀

번호 없는 온라인 인증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다.19

보안을 유지하고 더 큰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

게 진화하는 로그인 시스템의 핵심 개념은 다중요소인증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다. 지메일과 트위터는

이 솔루션을 간단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사용자의 노트북 스크린에 입력하는 기존의 비밀번호와

함께,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1회용 암호를 추가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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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게 한다. 사용자가 소유한 두 기기에 걸친 인증으

로 보안이 강화된다. 컴퓨터 해커가 보호된 계정에 접속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온라인 비밀번호뿐 아니라 전화

에도 접근을 해야만 한다. 

서로 다른 기기로 암호를 전송하는 것 외 아직 남아 있는

보호 방범은, 다른 형태의 인증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중인증 절차에서 사용자는 노트북이나 스마

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자신의 홍채를 스캔하는 생체인

증을 온라인 은행계좌에 접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

용한다. 두 번째 단계로 은행은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

자 메시지 질문을 보내서 인증 절차의 마무리를 위한 사용

자의 문자 응답을 요구한다.

인증 요소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방식들 중 하나는 생

체인식 기술로,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 어떻게 비

밀번호를 조합할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문자, 숫자, 기

호가 복잡하게 조합된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다.20 새

로운 비밀번호는 당신의 지문, 음성, 얼굴, 심장박동, 심지

어 특징적인 동작과 같은 당신의 일부다. 지문과 홍채, 음

성, 안면 인식을 포함해 스마트폰 카메라와 음성 녹음기

로 포착할 수 있는 생체인증이 가장 먼저 널리 사용될 것

이다. 사용자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사용자만이 소유한 신

뢰하는 기기로 검증하는—중앙 저장소의 개념과 반대되

는—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스마트

폰의 특정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문을 사용하

면, 이어서 그 기기의 고유한 서명이 인증 메커니즘에 전

송되고 메커니즘은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한다.21 이것이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들에 걸친 인증 확장성의 기본이며

FIDO 협의회가 채택한 모델이다.  

그림 3. 많은 문지기가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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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기반 인증의 사례

그림 4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 기업 사용자는 보통 오전 8시30분에 로그인하고 오후 6시쯤 로그아웃 했다가 

오후 9시30분 경 다시 로그인 한다. 보통 팔로알토나 서니베일에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로그인하고 회사의 시스템에는 낮 동

안 회사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이용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다. 

어느 월요일, 이 사용자가 서니베일 사무실에서 오전 11시에 로그인해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해 기업의 재무 시스템에 접속하려

고 한다. 이 사용자는 회사 사무실에 있는 회사 컴퓨터로 근무 시간에 로그인해 평소에 접근하는 정보를 구하려고 한다. 이 때 시

스템은 접속을 승인해준다. 

다음 날, 이 사용자는 오후 7시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회사의 노트북을 사용해 사내의 복지 시스템에 있는 회사 휴무일

목록에 접속하려고 한다. 비록 그가 있는 장소와 시간이 평소와 다르지만, 그 외 요소들은 전형적인 그 사람의 것이며 그가 찾는

정보는 민감한 것이 아니다. 이때도 시스템은 접속을 승인 해준다. 

그 다음 날, 해커가 오전 3시에 벨라루스에서 앞의 사용자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로 내부 개발 서버에 있는 회사의 미출시 제품

의 설계도에 접근을 시도한다. 사용자명, 비밀번호, IP 주소는 타당하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 즉 장소, 시간, 요청 정보 등은 이

사용자에 있어 지극히 이례적이다. 시스템에는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적 상향 인증 기법을 시행하는 통제절차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1회용 인증코드를 보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해커가 사용자의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증 코드를 입력할 수 없고 시스템은 접근을 거부한다. 

그림 4. 리스크 기반의 사용자 인증 사례

접근 시도 검증을 위한 고급 인증 솔루션 

현재 패턴 

사용자 ID
비밀번호

PIN

기기에
지문 입력

+ 위치 확인 + IP 주소+
사용의 
맥락 

+ 로그인 경향 +

성공적으로 
입력

리스크 
한계선

통과 

검증

리스크 점수 

실패

알려지지 않은 
기기; 패턴과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 장소인 
팔로알토나 
서니베일 
외부; 즉 
리스크가 
높은 장소

타당함 이 사용자에게 
제품 설계도에 
대한 접근을 허가
하는 것은 매우 
위험; 평소 행동 
패턴은 “절대” 
접근한 적이 없음

근무시간 
외이며 
일반적인 경우 
집에서 접속;
즉 패턴과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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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가진 것”이란 범주로 또 다른 인증요소들을 묶어

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다

니는 보안 토큰, 소프트웨어 방식의 토큰 혹은 심지어 비

트코인이 이용하는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적용까지

이 범주로 묶을 수 있다. 하드웨어 USB 키는 직원들이 사

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때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생성되는 무작위 암호를 추가 입력하는 절차를

가능하게 해준다. 소프트웨어 토큰도 유사하게 동작하는

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작위 암호를 생성한

다. 거기에 더해,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은 인증

을 위한 더 안전하고 분권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새로운 접근통제 방법들 중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리스

크 기반 인증(Risk-based authorization)으로, 허가를 요

청하는 사용자의 신뢰성과 보호하고 있는 정보의 민감성

에 따라 접근을 허가해주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구글의

첨단기술프로젝트팀(Advanced Technology and Proj-

ect)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바커스(Project Abacus)

는 사용자 행동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사용자

를 인증하기 위한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있다.22 카메라,

가속도계, GPS 기능과 같은 센서들을 이용해 스마트폰은

사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얼굴 표정, 습관적인 위치 정보, 타자를 치는 법,

걷는 법, 말하는 법 등이 포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들

요소는 지문보다 10배 안전하고 4자리 PIN 번호보다

100배는 안전하다.23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사용자의 전

화나 다른 기기는 지속적으로 신뢰 점수, 즉 사용자가 자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시스템이 의심을 가지게 되면, 단

계적으로 상향되는 인증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검

증하기 위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거나 접근을 거부한다. 

이런 신뢰 점수 기법은 정보의 민감도에 따른 정보 보호를

설계할 때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은행 앱은 신뢰 점수가

매우 높아야만 하고, 반면 일반적인 뉴스 사이트는 그렇

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접근법이 널리 도입되기 위해서

는 회사들이 소비자의 사생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

사가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한 유통 체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시나리

오를 가정해보자. 앞으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 회

사는 잠재적인 취약점에 대한 전사적인 평가를 시행했고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취약점들을 발견했다. 첫

째, 서버 관리팀이 공유 디렉터리에 암호화하지 않은 텍

스트 파일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저장했다. 둘째, 편

의를 위해 점포 관리자가 POS 단말기의 비밀번호를 직원

들과 공유해 이들이 환불이나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더 높

은 권한을 주었던 사례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통합 업

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외주업체에 발급한 비밀번호가

절대로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유통업체는 보안 침해의 원인일 가

능성이 가장 큰 판매 시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

지 새로운 인증 방식을 고려했다. 관리자는 직원이 시스

템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안에는 불편함을 이유로 반대했

다. 대신에 점포의 한 부문에서 점포 직원의 POS 시스템

로그인을 인증하기 위해 지문과 안면인식의 조합을 시험

해보기로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편리할 뿐 아니라 기존

의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미 POS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설치된 카메라와. POS 하드웨어의 터치스크린 로그인

화면에 부착된 지문 스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회사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제3

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만을 추가 사용했다.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점포직원들은 쉽고 빠른 로그인을 좋아하게 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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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는 대상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게 됐

다. 그리고 POS 카메라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직원들의 절도 감소에도 공헌했다.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이 유통업체는 해당 솔루션을

1,500곳의 전 지점으로 확대했고, 새 시스템의 보안을 보

장하기 위해 보안정책도 갱신했는데, 여기에는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운영업무에도 지문과 안면 인식을

적용하는 것과 손상된 인증 요소를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

한 메커니즘도 포함된다.

또한 회사는 점포 직원 교육을 시행했다. 현지 점포의 훈

련강사는 신규 시스템의 편리함과 과거 사이버 침해의 원

인이었던 취약점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회사가 직원과 고

객의 이익을 위해 최신 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

조했다. 또한 훈련강사는 해당 솔루션의 작동 원리를 설

명하는 문서를 공유해, 생체인증 정보가 POS 인증 외에

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보안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으로

밀번호를 넘어 진화하는 것은 단지 미래의 물

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경제적 의미가 있

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밀번호 관련 문제로 인해 각 직원마다

연간 평균 42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24 조사대

상자 중 37%가 연간 50회 이상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으

며, 그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25 필요한 지

원팀 직원이나 헬프데스크와 같은 비용을 고려한다면 비

밀번호를 없애는 데서 오는 절약은—보안적 장점은 물론

이거니와—전환을 더 빠르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직원의 일상 업무를 간소화 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

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영국의 고객불만접수 부서

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태도 및 유

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광범위하게는 심지어 조직

의 재무적 성과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26

과거의 —익숙하지만 짜증나는—비밀번호 시스템을 버리

고 새로운 로그인 방법을 채택하는 일은 분명 관리자, 사

용자, 고객에게 힘든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러한 모든 변화

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투자와

실행 계획을 필요로 한다. 우선,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떠

한 시스템도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토큰이

핵심이라면, 분실하거나 도난된 기기가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의 경우처럼, 사용자는 기기의 제

조자나 인증 기관에 연락해 분실을 신고하고 교체를 요청

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때로 계정 탈취를 위해서 잃어버

린 인증 요소의 복구 기능을 이용한다.27 휴대전화도 취약

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무선 통신은 암호화가 되지 않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전송 중에 탈취될 수 있다.28

심지어 생체인증 기술도 절대 안전하진 않다. 많은 경우

속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속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지문은 모형제작용 점토를 사용해 복제할 수 있

다.29 시스템 설계자는 이러한 잠재적 취약점을 센서에 생

기 감지 기능을 추가하거나 생체인증 정보를 적용 방식마

다 특화된 형식으로 저장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기술은 아직 완전히 실행될 준비가 되지 않았

다. 둘 다 비즈니스 과정의 변화 없이는 완전한 혜택을 제

공할 수 없는 애널리틱스에 기반한 최고의 시스템이 아니

다. 예를 들어, 앞서 삽입글 “리스크 기반의 사용자 인증

사례”에서 살펴본 평판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생각해보

자. 그 시스템에서 방어 체계는 시스템 접근을 시도하는

사용자 ID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장소, 시간,

행동 패턴,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까지도 검사한다. 이

러한 지표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시스템은 민감한 비즈

니스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 이는 훌륭한 보안 접

근법이지만 조직이 자사의 모든 데이터를 알고 통제한다

는 가정에 입각한 시스템이다. 기업은 이미 그 정보를 민

감하다고 분류하고 접근에 대한 규약을 정해놓았을 때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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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를 넘어서는 일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내부 지식관리 및 다른 비즈니스 절차에 대한 변화뿐 아니

라 주요 IT 분야의 고도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은 매

끄러운 전환을 위해 점진적인 단계(그림 5)를 밟을 수 있

다. 다음은 이를 위한 로드맵이다. 

•  우선순위 설정. 위협 환경에 대항해 전략적 비즈니

스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중요도에 따라 평가된 핵

심 비즈니스 운영 항목에 대한 인증 시스템의 취약

점을 파악한다.

•  조사. 인증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솔루션들을

조사한다. 가장 큰 위협을 보호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고, 특정한 작업 환경에서 현실적이

고 비용 효과적이며 확장 가능한 답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표준 기반의 인증 소프트웨

어 솔루션을 사용하면 신규 인프라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을 회피하고 차세대 솔루션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 

•  시범 운행. 가능성 높은 솔루션을 선택한 후에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높은 우선순위 비즈니스 운영

항목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

시범 운행에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데이터와 피드

백을 수집한다. 사용자는 쉽고 직관적으로 신규 솔

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더 쉬운 온라인 접속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는가? 온라인 접속이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더 자주 올바

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자가 생체인증이나 그

들의 행동 규범에 기반한 반응적/동적 솔루션에 대

해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우려사항을 제기하는가? 온

라인 관리자의 관점에서 신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과거 비밀번호 시스템과 비교해 어떠한가? 

그림 5. 임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들

임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들

우선순위 설정

조사

개편 및 
교육

시범 운행 
인증 표준의 활용방안을

탐색한다.

확장
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비밀번호를 넘어선 
인증에 맞춰 
조정한다.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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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시범운영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해 우선순위

를 기준으로 더 광범위한 핵심 운영항목들에 솔루

션을 적용한다. 

•  개편 및 교육. 접근 정책을 갱신한다. 비밀번호 보안

에 대한 정책을 요청된 정보의 민감성에 근거한 리

스크 기반의 정책으로 교체한다. 사용자에게 과거

기술과 대비되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 신규 시스템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육한다. 

기술적 진보는 조직들에게 비밀번호를 넘어설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들은 특히 사이버 공격이 확산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회의 활용을 심각하게 고

려해야 한다. 현재의 비밀번호 메커니즘의 열악한 사용자

경험, 비용 증가, 보안 약화를 고려할 때 기업은 새로운 디

지털 인증 시스템으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시

스템은 보안 강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를 충족시킨다.  

조직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채택, 옴니채널 사

용자 관여 계획과 같은 디지털 변환 노력의 일환으로서 비

밀번호 기반이 아닌 인증 솔루션에 투자해 그 과정을 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규 솔루션 영역은 기업의 더 광범위

한 인증 시스템 개선계획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여

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존 플랫폼의 제약과 기술

적 한계 때문에 아마도 한동안은 비밀번호와 함께 살아가

야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밀번호에 기반하

지 않은 인증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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