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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 인증은 시스템 접근자가 인가된 사용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환경에서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
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것으로, 사용자가 제공하
는 정보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한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패스워드 시스템이다.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구현이 쉽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관찰한 타인에게 패스워드
가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의 패스워드 입력 과정을 타인이 관찰하여도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패스워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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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된 기호들의 모임, 투-패스워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두 개의 보드를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도 2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보드를 기호 보도와 패스워드 보드로 구별하여 나타낸 예.

도 3은 가상 기호와 실상 기호로 구성된 기호 보드를 보인 예.

도 4는 패스워드 기호와 가상 패스워드 기호로 구성된 패스워드 보드를 보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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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사용자가 실상 기호와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 시킨 예.

도 6은 실상 기호와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패스워드 보드를 한 칸 우순환 이동시킨 결과를 보인 
예.

도 7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네 개의 기호 보드와 패스워드 보드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의 예.

도 8은 사용자가 한 개의 실상 기호와 네 개의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 시킨 경우를 보인 예.

도 9는 사용자가 실상 기호와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하였을 때, 다수의 허상기호와 가상 패스워드 기호 쌍이 매칭된 경
우를 보인 예.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이 사용자가 1인인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가 정보를 입력
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가 1인인 시스템에서 기억장치에 투-패스워드
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가 1인인 시스템에서 기억장치에 실상 기호 모
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이 사용자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가 정보를 입
력하는 과정의 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시스템 접근자가 id를 입
력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실상 기호 모임이 id 역
할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6은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시스템 접근자가 id를 입
력하지 않으며 실상 기호 모임이 id 역할을 하지도 않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7은 실상 기호와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입력 창에 숫자를 입력시킨 경우를 나타낸 예.

도 18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패스워드 보드만을 보여주는 경우의 예.

도 19는 기호 보드가 연상 가능하여패스워드 보드만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도 20은 패스워드 보드가 기호 보드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기호 보드를 보여주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도 21은 기호 보드와 패스워드 보드역할을 바꾸어 나타낸 예.

도 22는 1부터 9까지의 수와 알파벳의 일부로 구성된 기호 보드와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도 23은 모양이 사각형인 기호 보드와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도 24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기호 보드와 두 개의 패스워드 보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를 나타낸 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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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사용자 인증은 시스템 접근자가 인가된 사용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환경에서 사용자 인증은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것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한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기억하고 있는 정보나 소유하고 있는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생체 정보가 있다. 기억
하고 있는 정보의 예로는 id와 패스워드가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매체의 예로는 카드가 있고, 생체 정보의 예로는 지문
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이고, 매체나 생체 정보를 이용
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사용자 인증 시
스템의 예로서, 지문 인식 시스템은 지문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지문 인식 장치와 디지털 지문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로 구성되어 있다.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
하는 방식의 패스워드 시스템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패스워드 시스템은 시스템 관련 모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 기술을 구현한 모
듈은 시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수가 1인인 시스템의 패스워드 시스템은 암호 모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예들
로는 데스크 탑 얼론과 셀룰러 폰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수가 다수인 시스템의 패스워드 시스템은 암호 모듈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예들로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UNIX 시스템이 있다.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구현이 쉽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지만, 기존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관찰한 타인에게 패스워드가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타인이 관찰하여도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패스워
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보드를 보여준다. 도 1은 사
용자 인터페이스가 1부터 9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두 개의 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보드는 기호 보드(SB)와 패스워드 보드(PB)로 구별된다. 도 2는 상기 도 1
의 두 보드를 SB와 PB로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

SB에 있는 기호들은 실상 기호(RS)와 허상 기호(VS)로 구분된다. 도 3은 상기 도 2에서 RS가 3이고, 나머지 8개의 
기호가 VS인 경우의 예를 보이고 있다.

PB에 있는 기호들은 패스워드 기호(RP)와 가상 패스워드 기호(VP)로 구분된다. 도 4는 상기 도 2의 PB에서 RP가 5
이고, 나머지 8개의 기호가 VP인 경우의 예를 보이고 있다.

 - 4 -



공개특허 특2002-0077838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인가된 사용자는 RS와 RP를 매칭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도 5는 인가된 사용자가 상기 도 3의 RS 3과 상기 도 4의 RP 5를 매칭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인가된 사용자는 RS 3
과 RP 5를 매칭하기 위하여 상기 도 2의 PB를 네 칸 우순환 이동하였다. PB의 네 칸 우순환 이동은 입력 장치를 이용
하여 가능하다. 도 6은 상기 도 2에 있는 초기 상태 PB와 초기 상태 PB를 한 칸 우순환 이동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 7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네 개의 SB와 PB 쌍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7에서 인가된 사용자
가 현재의 SB와 PB에 있는 RS와 RP의 매칭을 완료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 SB와 PB 쌍을 보여준다.

도 8은 상기 도 7에서 RS가 3, 7, 2, 9이고 RP가 5, 1, 6, 6인 경우에 상기 도 5의 RS와 RP를 매칭하는 과정을 반복
하여 3과 5, 7과 1, 2와 6, 9와 6을 매칭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RS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RS들의 모임(RSG)라 하고, RP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RP들의 모임(RPG)이라 한다. RSG에 
대한 예로서, RS가 3, 7, 2, 9이면 RPG는 3729이다. RPG에 대한 예로서, RP가 5, 1, 6, 6이면 RPG는 5166이다.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RSG와 RPG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RS와 RP는 인가된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인가
된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기존 패스워드 시스템의 패스워드와 구별하기 위하여 투-패스워드라 한다.

RPG는 투-패스워드의 일부이거나 투-패스워드이다. RPG가 투-패스워드의 일부인 예로서, 투-패스워드가 372951
66인 경우에 5166을 RPG로 사용한다.RPG가 투-패스워드인 예로서, 투-패스워드가 37295166인 경우에 3729516
6을 RPG로 사용한다.

RSG는 투-패스워드의 일부이거나 투-패스워드로부터 유도된다. RSG가 투-패스워드의 일부인 예로서, 투-패스워드
가 37295166인 경우에 3729를RSG로 사용한다. RSG가 투-패스워드로부터 유도되는 예로서, 투-패스워드가 3729
5166인 경우에 72951663을 RSG로 사용한다.

RSG와 RPG의 생성 방법으로부터, 본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인가된 사용자가 RS와 RP를 반복하여 매칭하
는 것은 기존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인가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타인은 SB에서 RS와 VS를 구별할 수 없고, PB에서 RP와 VP를 구별할 수 없다. SB
에서 RS와 VS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의 예로서, 상기 도 2에서 SB에 있는 모든 기호는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
문에 타인은 9개의 기호 중에서 어떤 기호가 RS인지 알 수 없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인가된 사용자가 RS와 RP를 매칭하면다수의 VS와 VP 쌍이 매칭된다. 도 9는 상기 
도 5에서 RS 3과 RP 5가 매칭되었을 때 8개의 VS와 VP 쌍이 매칭된 예를 보이고 있다.

매칭된 RS와 RP 쌍, 매칭된 다수의 VS와 VP 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매칭된 기호들의 모임(MSG)이라한다. MSG의 
예로서, 상기 도 9에서 MSG는 (1, 2), (2, 9), (3, 5), (4, 7), (5, 6), (6, 1), (7, 3), (8, 4), (9, 8)가 된다.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이 사용자 수가 1인인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정보 입
력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0에서, 시스템 접근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SB에 있는 기호와 PB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반복한다(100∼110). 시스템 접근자는 기호들을 매칭하는 과정을 완료한 후, 시스템에 
MSG가 전송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한다(120).

상기 도 10에서, 시스템에 MSG가 전송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확
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상기 도 10에서, 시스템 접근자는 SB에 있는 기호와 PB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것과는 별도로 id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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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이 사용자 수가 1인인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경우의 실시 예들로서, 도 11은기억 장치에 
투-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12는 기억 장치에 RSG와 RPG
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1에서,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SB와 PB를화면에 표시하고(200), MSG를 시스템에 송신
한다(210). 패스워드 시스템은 MSG를 수신하고(220), 기억장치로부터 투-패스워드를 페치(Fetch)한다(230). 페치
한 투-패스워드로부터 인가된 사용자의 RSG와 RPG를 결정하고(240), MSG에서 RSG와 매칭된 기호들을 추출한다(
250). 추출된 기호들과 RPG를 비교하여(260), 일치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시스템 접근을 허락하고(270),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을 거부한다(280).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RSG와 RPG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2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SB와 PB를화면에 표시하고(3
00), 시스템 접근자가 시스템에 MSG가 전송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MSG를 시스템에 송신한다(310). MSG를 
수신하고(320), 기억장치로부터 RSG와 RPG를 페치(Fetch)한다(330). MSG에서 RSG와 매칭된 기호들을 추출하고
(340), 추출된 기호들과 RPG를 비교하여(350). 추출된 기호들과 RPG가 일치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시스템 접
근을 허락하고(36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을 거부한다(370).
    

    
본 발명에 의한 패스워드 시스템이 사용자 수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경우의 실시 예들로서, 도 14는시스템 접
근자가 SB에 있는 기호와 PB에 있는 기호를 반복하여 매칭하는것과는 별도로 id를 입력하는 경우의 사용자 인증 과정
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15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RSG가 id 역할을 하는 경우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나타낸 흐름
도이며, 도 16은 시스템 접근자가 id를 입력하지 않으며 RSG가 id 역할도 않는 경우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나타낸 흐
름도이다.
    

도 13은 시스템 접근자가 SB에 있는 기호와 PB에 있는 기호를 반복하여 매칭하는 것과는 별도로 id를 입력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정보 입력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4에서, 시스템 접근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SB에 있는 기호와 PB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반복한다(400∼410). 시스템 접근자는 id를 입력한 후(420), 
시스템에 id와 MSG가 전송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한다(430).

    
도 14에서,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SB와 PB를화면에 표시하고(500), 시스템 접근자가 시스
템에 id와 MSG가 전송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id와 MSG를 시스템에 송신한다(510). 패스워드 시스템은 id와 
MSG를 수신하고(520), id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투-패스워드를 검색(Retrieval)한다(530). 패스워드 시
스템은 투-패스워드에서 인가된 사용자의 RSG와 RPG를 결정하고(540), MSG에서 결정된 RSG와 매칭된 기호들을 
추출한다(550). 패스워드 시스템은 추출된 기호들과 RPG를 비교하여(560). 추출된 기호들과 RPG가 일치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시스템 접근을 허락하고(57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을 거부한다(580).
    

시스템 사용자 수가 1인인 경우와 유사하게, 상기 도 14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RSG와 RPG를 검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 15에서,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SB와 PB를화면에 표시하고(600), 시스템 접근자가 입력
을 완료하면 RSG와 RPG를 시스템에 송신한다(610). 패스워드 시스템은 RSG와 RPG를 수신하고(620), RSG를 이용
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투-패스워드를 검색한다(630). 패스워드 시스템은 투-패스워드로부터 RPG를 추출하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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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추출한 RPG와 수신한 RPG를 비교한다(650). 패스워드 시스템은 추출한 RPG와 수신한 RPG가 일치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시스템 접근을 허락하고(66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을 거부한다(670).
    

시스템 사용자 수가 1인인 경우와 유사하게, 상기 도 15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RPG를 검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 16에서, 패스워드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SB와 PB를화면에 표시하고(700), 시스템 접근자가 시스
템에 MSG가 전송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MSG를 단말기에 송신한다(710). 패스워드 시스템은 MSG를 수신하고
(720), MSG를 이용하여 인덱스를 추출한다(730). 패스워드 시스템은 추출한 인덱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투-패스워드를 검색하고(740), 투-패스워드로부터 RSG와 RPG를 결정한다(750). 패스워드 시스템은 MSG에서 RS
G와 매칭된 기호들을 결정하고(760), 결정된 기호들과 RPG를 비교한다(770). 패스워드 시스템은 결정된 기호들과 
RPG가 일치하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자의 시스템 접근을 허락하고(780),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 접근을 거부한
다(790).
    

사용자 수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id를 제외한 정보는 암호화되어 시스템에 전송될 수 있다. 이때, 암호
화와 관련된 과정은 기존 패스워드 시스템과 동일하다.

본 발명의 RS와 RP의 매칭 방법은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RS와 RP를 매칭하는 상기 도 5의 경우와는 다른 가능
한 실시 예로서, 도 17은 RS가 3이고 RP가 5인 경우에 PB를 오른쪽으로 네 칸 우순환 이동하면 RS 3과 RP 5가 매치 
된다는 의미로 사용자가 입력 창에 4를 입력한 예를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시스템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SB를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도 18은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 PB는 보여주지만 SB는 보여주지 않는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본 발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SB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의 한 예로서, 사용자가 SB를 연상 가능한 경우가있다. 도 
19는 SB에 있는 기호들이 크기 순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SB를 보여주지 않아도 사용자가 SB
를 연상할 수 있는 예를보이고 있다. 도 19에서 연상 가능하지만 보여지지는 않는 SB를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SB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의 다른 예로서, PB가 SB의 역할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도 20은 PB에 있는 3이 RS이고, RPG들는 5618인 RS 3의 위치와 RPG 5618의 위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PB를 4, 
2, 1, 7 만큼 오른쪽으로 순환 이동하면 된다는 의미로 사용자가 입력 창에 4217을 입력한 예를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SB와 PB를 동시에보여주는 경우에 있어서 SB와 PB의 역할이 바
꾸어 질 수 있다. 도 21은 상기 도 2에 있는 SB와 PB의 역할을 바꾸어 나타낸 예를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SB와 PB가 포함하고 있는 기호들은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 22는 SB와 PB에 
있는 기호들이 1부터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의 일부로 구성된 예를 보이고 있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SB와 PB의 모양은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있다. 도 23은 SB와 PB의 모양이 사각형인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보여주는 SB와 PB의 개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대
한 예로서, 도 24는 현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SB와 두 개의 PB를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
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PB에 있는 기호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비복원으로 랜덤(Random)
하게 추출한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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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 예로서, 한번의 시스템 접근 시도에서 두 번 이상의 PB를 보여주는 경우에 있어서 PB에 있는 기
호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패스워드 시스템에서 비복원으로 랜덤하게 추출한 순서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타인이 RS와 VS, RP와 VP를 구별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가 RS와 RP를 매칭하면 다수의 VS와 VP 쌍이 
매칭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RS와 RP를 매칭하는 과정을 관찰한 타인에게 기존 패스워드 시스템의 패스워드에 해당하
는 RP 또는 RS와 RP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호 보드와 패스워드 보드를 모두 보여주거나, 연상 가능한 기호 보드는 보여주지 않고 패스워드 보드만 보여주거나, 
패스워드 보드가 기호 보드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패스워드 보드만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
워드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기호 보드와 패스워드 보드의 역할을 바꾸어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과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구별할 수 없는 패스워드 기호와 가상 패스워드 기호로 구성된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고, 구별할 수 없는 실상 기호와 
허상 기호로 구성된 기호 보드는 시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
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인가된 사용자가 기호 보드에 있는 실상 기호와 패스보드에 있는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투-패스
워드를 입력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투-패스워드의 일부를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으로 사용하거나, 투-패스워드를 패스워드 기호 모임으로 
사용하고 실상 기호 모임은 패스워드 기호 모임으로부터 유도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의 역할을 바꾼 패스워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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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인가된 사용자가 실상 기호와 패스워드 기호를 매칭하면 다수의 가상 기호와 가상 패스워드 기호가 매칭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사용자 수가 1인인 시스템에서, 시스템 접근자가 기호 보드에 있는 기호와 패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
을 완료하면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투-패스워드를 페치하고, 페치한 투-패스워드로부터 인가된 사용자의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추출한 후, 매칭된 기호들의 모임에서 실상 기호 모임과 매칭된 기호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기호들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비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사용자 수가 다수이고 시스템 접근자가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매칭하는 것과는 별도로 id를 입력하는 
시스템에서, 시스템 접근자가 기호 보드에 있는 기호와 패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완료하면 id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투-패스워드를 검색하고, 검색한 투-패스워드로부터 인가된 사용자의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추출한 후, 매칭된 기호들의 모임에서 실상 기호 모임과 매칭된 기호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기호들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비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사용자 수가 다수이고 실상 기호 모임이 인덱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서, 시스템 접근자가 기호 보드에 있는 기호와 패
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완료하면 실상 기호 모임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
워드 기호 모임을 검색하고, 매칭된 기호들의 모임에서 실상 기호 모임과 매칭된 기호들을 추출한 후, 추출한 기호들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비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사용자 수가 다수인 시스템에서, 시스템 접근자가 기호 보드에 있는 기호와 패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
정을 완료하면 매칭된 기호 쌍들로부터 인덱스를 결정하고,결정된 인덱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투
-패스워드를 검색하며, 검색한 투-패스워드로부터 인가된 사용자의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추출한 
후, 매칭된 기호들의 모임에서 실상 기호 모임과 매칭된 기호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기호들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비
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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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과 제 9항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인 경우에, 시스템 접
근자가 기호 보드에 있는 기호와 패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를 매칭하는 과정을 완료하면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실상 기호 모임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페치하고, 매칭 기호 모임에서 실상 기호와 매칭된 기호들을 추출한 후, 추출한 
기호들과 패스워드 기호 모임을 비교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3.

제 9항과 제 10항,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기호 쌍들이 암호화되어 시스템에 전송되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4.

제 8항과 9항, 제 10항,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부터 9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고 1부터 9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호 보드는 시
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각 숫자가 한번 씩 무작위 순으로 하여 일렬로 나타나는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모양이 다른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고 모양이 다른 기호 보드는 시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숫자와 문자, 색과 같이 기호들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기호들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
고 숫자와 문자, 색과 같이 기호들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기호들을 선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호 보드는 시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패스워드 보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한 개 이상의 기호 보드를 시스템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속하여 보
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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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

패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들이 비복원으로 랜덤하게 추출된 순서로 보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
스워드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한번의 시스템 접근에서 두 번 이상의 패스워드 보드를 보여주는 경우에, 패스워드 보드에 있는 기호들이 비복원으로 
랜덤하게 추출된 순서로 보여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패스워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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