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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기반에서의 서명인식 시스템 구현을 기술한다. 구현된 시스템은 PDA와 전자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데이터를 유비쿼터스 환경인 무선랜을 이용하여 인증 서버로 전

송하여 서버로부터 인증된 결과를 받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터치 스크린을 통한 서명입력이 가능한 

PDA와 전자서명입력기를 장착한 무선단말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부분과 서명을 검증하는 서버 부분으로 나누

어 구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인식알고리즘으로는 서명영상을 구간분할한 후 PCA와 LDA를 사용하여  특징값을 

추출한다. 학습과정에서 미리 구한 고유값을 이용하여 서명입력기로부터 획득한 서명데이터를 같은 공간에 투영시

켜 서로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도록 하여 서명인식 속도 및 성능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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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격자분할방법

그림 2. 서버 프로그램 구성도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433

(a)인증화면        (b)등록화면

그림 3. PDA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4. 설정화면 및 서명날인화면

그림 5 TOPAZ시스템의 인증 및 등록 화면

그림 6. 서버에 서명 등록되는 화면

그림 7. 서버에 서명 인증되는 화면

구분 서버 클라이언트

H/W
Centrino 1.6G

512 RAM

HP iPAQ rx3715

TOPAZ T-L640

O/S Windows XP Pocket PC 2003

Language
Visual C++ 

6.0

Embedded VC++

Visual C++ 6.0

기타 Buffalo Air Station 무선 AP

표 1.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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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축한 서명인식 시스템

그림 9. 유사도에 따른 인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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