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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생체인식 서비스가 지속 으로 보 되고 있으나 그에 한 보안의 문제에 해서는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인식 보안에 해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아  생

체 인증의 보안성을 개선하기 하여 퍼지 추출기를 이용해 무아  생체 인증의 보안성을 효율 으로 

개선하고, 기존에 있던 무아  생체 인증 보안성과 퍼지 추출기를 이용한 무아  생체 인증의 보안을 

비교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생체인식 기반 로토콜이 발 하면서 지문, 홍채 

인증으로 보안을 해제하는 시 가 왔으나 지문인식의 경

우 생체인식 서비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편의성 부분에서도 높은 유연

성을 보이며, 본인이 아닌 경우 열기가 힘든 장 이 있다.

하지만 군가 생체정보에 한 자료가 있다면 구나 인

증해서 악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무아

 방식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문제 을 보안할 수 있으나 

무아  인증 방식만으로는 완벽한 생체 인증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퍼지 추출기법을 이용해 생체정보 인증에 

한 취약한 부분에 해 개선하고, 한 생체정보에 인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시켜 서버에 보 하고 사용자

의 생체정보를 리하게 되면 인증하는 과정에서 높은 정

확성을 띄우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생체인증 정보 인증 

방안보다 높은 정확성을 띄울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2. 련연구

 2-1. 무아

  무아 는 최소 두개 이상의 패턴이 겹쳐서 생기는 상

으로 간섭무늬를 표 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한 무아

 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서 볼 수 있다[1]. 물결

무늬형태와 주사선 형태로 나  수 있으며, 물결무늬 무아

는 사진을 거나 이미지센서에 의해 해상도가 넘어가

는 경우 발생한다. 주사선형태의 경우 LED 의 색

상 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다.

 2-2. Fuzzy Extraction

(그림 1) 퍼지 추출기법

  퍼지(Fuzzy)는 개념이 용되어 있지 않거나 용되지 

않은 불문명한 상태나, 표 하기에 있어 애매한 상태를 결

과 값으로 근삿값으로 구분지어 놓는 논리이다, 값을 표

하고자 할 때 참 혹은 거짓으로 표 하는 이진논리의 형

태를 벗어나서 수학 으로 표 하는 개념이고, 퍼지 추출

기법(Fuzzy Extraction)은 Fuzzy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나 단의 애매함을 수학  사실로 증명하는 방식을 말한

다. 한 이 방식을 추출기법에 용하여 사용할 경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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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정보를 랜덤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특징을 이용

하여 변형된 내용을 이용하여 생체정보를 암호학  기법

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Gen과 Rep이라는 효율 인 

생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 입력한 생체정보와 논리

으로 입력 값에 의해서 항상 같은 R을 생성해주기 해 

P를 사용하고, 생체정보의 유동 인 특성으로 인해 변형

되어도 발생하는 에러에 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퍼지 추출기법을 이용한 인증 스

킴은 차에 따라서 R 과 P를 생성하고 인증하는 과정에

서 P를 이용하여 정상 인 R을 도출해내므로, 건강이나 

환경에 의해 조 씩 차이가 나는 생체정보도 정상 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4].

3. 개선방안

(그림 2) 퍼지 추출기를 퍼지 추출기를 이용한 무아

 생체인증 개선 방안

  재 상용화 되어 있는 생체인식기반을 보면, 생체정보

가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보안성과 정확성을 지니

지만, 생체정보는 제 3자에게 유출 당하면 비 번호처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이다. 여기서 추가 으

로 보안기술을 목하여 한층 더 높은 생체인식 보안 기

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생체정보가 유출 당했을 경

우 새로운 퍼지 추출기를 이용한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장 이 있다. 재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생체인식들의 단

을 살펴보면 이 다. 지문의 경우 훼손  복제가 가능

하고, 홍채 인식의 경우 차가 복잡하며, 사용이 불편하

고, 인식기 비용 고가, 용량 특징 백터(256Byte)방식 이

라는 단 들이 있다. 하지만 생체인식 특성상 변형될 수 

있는 상황에 해서 인식률이 낮아 질수 있지만 추가 인 

퍼지 추출기법을 더하게 되면 안 하면서 활용성이 높은 

생체인식 기법이 된다. (그림 1) 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①~③은 등록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고, ④~

⑨은 인증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① 유 는 무아  인증을 하기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생체정보를 등록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Fuzzy에 생체정보를 

송한다. 

③ Fuzzy는 생체정보를 암호화시켜 Server에 장하고 인

증한다. 

④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해 인증을 요청한다.

⑤ 사용자는 무아  인증을 한다.

⑥ 무아 는 입력된 정보를 생체정보로 변형시킨다. 

⑦ Fuzzy에서 변환하여 변환된 값을 Server로 송한다.

⑧ Server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와 인증을 요청한 사용자

의 생체정보를 비교한다.

⑨ 인증을 요청한 값과 입력된 값이 일치하면 사용자를 

인증한다. 

⑩ 만약 입력된 값과 인증을 요청한 값이 다르면 다시 확

인을 하여 처리한다.

4. 개선방안 분석

 생성자 G와 R은 Generate와 Reproduce를 의미하고, B는 

Biometrics이라고 할 때, 공식 Gen(B)) = (R, P)를 이용하

여 생체정보 B를 정규화 된 랜덤 스트링인 R과 헬퍼 스

트링 P를 생성한다. R = Rep(B’, P)공식을 통해 같은 사

용자가 다른 B’를 입력해도 P를 이용해서 정상 인 R 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된다[2]. 이 을 통해서 생체정보의 유

동 인 특성으로 인해 변형되어도 발생하는 에러에 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정확성으로 인해 인

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게 되므로 보다 실용 이면

서 활용분야가 다양해질 것이다. 

5. 결론

  재 생체인식 서비스를 보면 그 에서도 지문  홍채

인식에 한 서비스만 늘어나고 있으며, 본인만이 가지는 

서비스도 암호화되어 보 이 되어야 하고 생체인증의 장

을 활용하고 체계 인 인증 스킴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생체인식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

하 다. 퍼지 추출기를 이용한 무아  인증 기법은 아직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퍼지 추출기법에서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한 알고리즘 개발

이 필요하며, 추후 국가 인 차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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