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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외 핀테크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으며, 해킹 공격

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금융관련 분야에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바이오 인증이 있다. 바이오 인증은 생체의 일부 정보를 인증수단으로 하고 있어, 위· 변조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공유 및 저장에 대한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의 생체정보(560만 건) 유출사례와 지문위조기술의 등장을 살펴볼 때, 바이오 인증의 안

전성을 재고해보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의 도용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함께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생체인증기술들과 적용 사례, 취약요인들을 조사해 봄으로

써, 향후, 생체인증기술 적용에 따른 침해대응 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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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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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Fin-tech'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 And a

variety of services in such a situation has emerged. To ensure the safety of from hacking attacks, many new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These leading technology is the Bio-authentication method that you consider

applying to the financial sector. Bio authentication is using biometric information. Also it is known that can cope the

threat of fabrication and modifying attacks with shared and stored. However, Recently, When you look at hacking

incidents of biometric data(560 mill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and advent of

the fingerprints counterfeit technology, We can be known that should be reconsidered about the safety of

bio-certification. Especially, it should be provided with a response measures for the problem of embezzlement that

biometric information already been leaked. Thereby In this paper, by investigating biometric technologies and

practices applied and of the vulnerability factor in many industries, it expected to be utilized in the prepared threats

counter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biometric authentication technology in a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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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바이오(bio) 인증’은 ‘생체인식’ 또는 ‘바이오

메트릭스(bio metrics)’라는 명칭으로 여러 산업분야에

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안

공격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서비

스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인증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요

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FIDO(Fast IDent

ity Online)는 바이오 인증을 프로토콜(protocol)과 수

단으로 분리해 패스워드(password) 없는 방법으로 강

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내·외 금융 분야와 스마트 모

바일서비스 분야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 기존 주민번호나 아이디(id), 패스워드, OTP(one t

ime password)를 입력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암기 또

는 생성기를 휴대해야하고, 인증절차에 적지 않은 시

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여러 보안 문제들이

있었으나, 바이오 인증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바이오 인증은 사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공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에

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유출사고

사례들을 살펴볼 때, 예방만이 아니라,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의 도용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2].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오 인증의 위험요인들을 조

사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 및 대응

기술 개발, 취약성 분석, 기술보완을 위한 연구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2장은 바이오 인증기술의 종류와 특징,

표준화, 활성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3장은 바이오

인증의 위협요인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4장은 바이오

인증의 취약요인에 따른 대응방안과 마지막 5장에서

결론 부분으로 이글을 마치도록 한다.

2. 관련연구

2.1 바이오 인증 종류 및 특징

바이오 인증은 신체적인 특징과 행동적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종류를 알아본다[3].

(그림 1) 생체인식의 신체적 방법[4]

신체적 인식방법에는 그림1과 같이 얼굴모양(face)

과 열상(thermal image)을 이용한 얼굴인식과 홍채

(iris)를 이용한 홍채인식, 정맥(vein)을 이용한 정맥인

식, 지문(fingerprint)을 이용한 지문인식이 있으며, 안

구의 망막(retina)을 이용한 망막인식, 손 모양(hand

geometry)과 장문(palm print) 등이 있다[4]. 그리고

행동적 인식방법에는 걸음걸이와 서명인식, 음성인식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두 가지 인식방법을 복합 적용

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식률과

생성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실용화가 결정된다. 다음

은 바이오 인증에 사용되는 생체인식방법들의 특징들

에 대해 알아본다.

지문인식은 가장 간편하고, 저렴하여 생성 데이터

가 비교적 적으며 신뢰와 안정도에 있어 다른 인식방

법 보다 높다. 그러나 손상(상처 및 화상)되거나 지워

진 경우, 땀이나 물기 등 이물질로 인식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위

생문제나 지문의 위조, 원격지에서 상대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5][6][7]. 홍채

와 망막인식은 지문인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 그리고 2초 내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정교하기 때문에 위 변조에 유리하

다. 특히, 홍채인식의 경우, 1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카

메라를 이용해 포착이 가능하지만, 높은 비용부담과

사용자 이용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5][7]. 얼굴인식은 작은 표정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3차원 입체영상의 식별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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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처리가 빨라야 하는 특징

이 있다. 비접촉식으로 자연스럽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노화나 변장, 조명, 표정, 사고로 인한

얼굴모양의 변화에는 인식률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지문이나 홍채보다도 인식률이 비교적 낮다[5][7]. 음

성인식은 물리적인 접촉 없이 자연스럽게 식별이 가

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

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인식방법

보다도 에러율이 높고, 감기 등의 질병으로 인한 음성

변화로 인식률이 저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잡음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다[5][7]. 정맥인식은 손등이나 손목

의 정맥모양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인식률이 높으며,

복제가 어려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고, 구축비용이 높아, 활용범위가 제한되는 단

점이 있지만, 최근 정맥인식의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

등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5][7]. 이와 같은 바이오

인증기술은 생체정보의 수집방법 및 특징에 따라 여

러 산업현장에 선택적 응용이 가능하고, 최근 핀테크

(fin-tech)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생채인식의

적용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 바이오 인증의 표준화

최근 FIDO(Fast IDentity Online)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최소화하고, 인증체계의 안정성과 보안성, 편

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인증기

술 분야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02년 미국의 주

도하에 ISO/IEC JTC 1 SC37(Biometrics) 국제 표준

화 기구가 설립된 이래로 FIDO의 표준은 지문, 음성,

얼굴 등과 같은 사람의 고유 생체 정보의 인식을 통

한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방식

과 ID, 비밀번호 방식으로 인증한 후, 보안키를 저장

한 동글(dongle) 등을 사용하여 2차 인증을 하는

U2F(Universal 2nd Factor)방식이 있다. 이들의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AF 표준은 공개키 방식

을 사용하며, 사용자 디바이스의 FIDO 인증모듈에 사

전 Attestation Certificate와 Attestation Private Key

가 최소 100,000대 이상의 장비에 사용된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통한 사용자의 유추를 방지하기 위해 새

로운 키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키의 사용은 기

존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공개키 방식과 차이를 갖으

며, FIDO 서버에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전송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U2F 표준 또한 Public Key와

Private Key 쌍을 생성하고 서명에 활용한다는 측면

에서 UAF방식과 유사하며, U2F디바이스 등록 및 인

증에 자바스크립트 API와 모바일 OS API를 통해 이

뤄진다. 그리고 U2F 프로토콜의 암호화 관련 내용을

정의한 상위계층과 디바이스로부터 U2F 디바이스로

USB, NFC, 블루투스 LE 등 암호 메시지 등을 전달

하는 하위계층으로 나누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8]. 이와 같은 표준화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국내 기반기

술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 분야 산업육성 등

다양한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3 바이오 인증의 활성화 동향

기업 서비스

플랫폼사
다음카카오

뱅키월렛 카카오

카카오 간편결제

SK플래닛 시럽페이

전자결제

대행사

KG 이니시스 케이페이

옐로페이 후불결제서비스

페이게이트 간편결제 서비스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 페이나우

SK텔레콤 페이먼트/BLE전자

KT 올레앱안심인증

단말제조사
삼성전자

모바일

삼성페이

애플 애플페이

<표 1>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사업자현황[9]

바이오 인증은 인증정보의 고유성과 편의성 등 장

점들을 갖고 있지만, 낮은 인식율과 고가의 비용, 정

확성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용을 꺼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자 단말기의

휴대성 및 이동성이 향상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인증기술의 등장은 매우 시

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활성화 움직임의 일

환으로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FIDO와 공인인증서 연



60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5호 (2016. 09)

계 기술 개발에 관한 활용기술의 연구를 통해, 간편

결제 활성화를 진행해 왔으며[10], 표1의 현황과 같이

몇몇 모바일 간편 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은 2015년 대비 해외는 약

76%(5,600억 달러)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국내는 스마

트폰을 이용한 결제와 교통카드, 유통매장, 선불카드

등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9].

(그림 2) 국외 바이오인식 시장규모[11]

(그림 3) 국내 바이오인식 시장규모[11]

아울러 모바일 간편 결제에 바이오 인증 도입에 대

한 2015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

면, 국내·외 바이오 인증시장은 연평균 10%이상의 높

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2014년 74.6억 달러에서 2019년 146.8억 달

러로 14.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규모 또한 그림3과 같이 2011년 1.3억 달러에서

2016년 2.7역 달러로 14.6%의 성장이 예상된다[11].

그러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바

이오인증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이 단기적으로 대중

화 및 보편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로는 220만개 이상이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의 단말기 교체에 따르는 비용과 신용카드사와 VAN

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고

객의 생체 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야하는 점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과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12].

2.4 개인정보의 침해 동향

신기술들의 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공격기술

또한 함께 진화해 최근 스마트 폰에 대한 공격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들은 표3과 같다[13].

유형 내용

도난/
분실

-개인정보유출

악성
코드

-과금 유발 : 불특정 다수에 SMS전송
-정보 유출 : 사용자 개인정보외부유출
-장애 유발 : 통화
-배터리 소모

무선랜 -가짜 무선 AP 및 무선 랜 자동접속

스파이
앱

-스텔스 모드, 원격전송
-자녀, 직원, 배우자 감시
-통화내역, SMS, 위치정보, 이메일,
접속URL, 사진 유출

스미싱
-앱 설치 권유 메시지
-URL이 포함된 메시지로 유포

<표 2> 스마트폰 해킹공격 유형[13]

표2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를 공격목표로 하는 경향

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 내외 금

융 관련 분야의 바이오 인증기술 적용은 새로운 공격

기술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바이오 인증의 위협요인

3.1 고유성

생체정보는 기존의 인증 정보의 형태와 달리 고유

성이 매우 뛰어나다[14]. 이에 대해 [15]는 생체정보의

특성을 고유성과 측정 가능성, 생리적 특성 및 운동적

특성, 자동성, 식별 및 인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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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구불변성, 복제가능성의 최소, 도용 위협의 양면

성, 비 기억, 비휴대성, 인격권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보

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

면, 생체정보의 고유성과 영구불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FIDO는 생체정보의 고유성

유지를 위해 사용자 유추 방지와 서버로의 전송 및 저

장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례로는 Kroger나 West

Seattle, Thriftway, Piggly Wiggly 등과 같은 미국의

소매 유통점들은 생체정보를 자사 체인망 내에서만 활

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2]. 그러나 [15]는 생체정보

의 고유성을 자물쇠인 동시에 언제든지 침해당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언급함으로

써 생체정보의 고유성이 오히려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2 보편성

최근 핀테크와 바이오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간편 결제에 바이오 인증의 적

용이 시도되고 있다. [17]에 따르면, 국내 여러 사업자

들은 락인(lock-in)효과를 보기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

인 ‘OO 페이’를 앞 다투어 내놓고 있으며(쿠팡의 로켓

페이와 11번가의 시럽페이,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

NHN의 페이코), 몇몇 사업자들은 지문 및 홍채인식

기능을 이미 사용 중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간편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생체인증의 보편

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13], 생체정보의 보편적 사용은 안정

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호환성

바이오 인증의 특징들을 살펴 볼 때, 글로벌 금융

분야 적용은 그림3과 4와 같이 긍정적인 전망이 기된

다. 일본의 경우,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지문결제 시장

을 두고 인프라 구축에 나섰으며, 2020년 올림픽을 겨

냥한 지문결제 서비스의 전국 실용화와 해외에서도 이

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18]. 이와 같은 계획에

는 생체정보의 호환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미 유출된 생체정보[19]나 유출될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글로벌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치명적

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범죄 이용 가능성

생체정보는 사람의 신체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로

고유성 및 편의성 등의 장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범

죄에 악용될 경우, 상대가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없는 단점도 포함하고 있다[6]. 이러한 사례로

2015년 미국의 안전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는 약 560만 명의 지문인식 정보

가 유출되었고[19], 정밀 카메라로 손가락을 촬영해서

인쇄한 종이만으로도 장금 장치가 풀리거나[20], 지문

을 본떠 인증을 통과하는 사고사례[20]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생체정보를 이용

한 범죄는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유

출되었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생체정보는 향후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취약요인에 따른 대응

4.1 생체정보 생성의 취약요인에 따른 대응

(그림 4) 생체정보 생성과정

스마트 기기 상의 바이오 인증은 사용자가 일회성

비밀번호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식별

번호, 패턴, 인증번호 등을 직접 입력해야하는 번거로

움을 개선하거나 신분확인을 위해 생체정보가 이용되

고 있다[21][22]. 여기서 그림4의 생체정보 생성과정은

동일 기종의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도, 동일한 생체정

보를 생성하며, 사용자의 단말기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안 소프트웨어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들로 인해 보안성 보장이 어

려운 상태에서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의 도용에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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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다. 따라서 그림5와 같이 사용자가 여러 생성패

턴(생체로부터 정보수집방법 및 생성 알고리즘)을 두

고,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사용자만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생체정보에 추가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5) 제안하는 생체정보 생성과정

이와 같은 방법은 유출 시, 생체정보의 재생성으로

호환성과 보편성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고, 이미 유출

된 생체정보에 대한 범죄이용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고유성 유지와 사업자별 운용, 상호 호환이 가능

하게 된다.

4.2 생체정보 저장의 취약요인에 따른 대응

간편 결제서비스는 생체정보의 저장여부에 따라 저

장형과 비저장형으로 구분되며, 생체정보의 보호방법

에 따라 보안 소프트웨어방식과 하드웨어 방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21]. 한편 FIDO는 생체정보를 서비스

사업자가 소유한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

한 스마트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권고

하고 있어, 향후 비저장형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

다[21]. 그러나 사업자들은 생체정보를 암호화하여 보

안 소프트웨어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8][9]. 대표적

으로 삼성의 KNOX는 암호화된 생체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보안성에 대해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4와 같이 암호화된 생

체정보의 저장보다는 그림5와 같이 해쉬 코드(hash

code)로 대체함으로써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고유성과

호환성, 범죄 이용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3 스마트 기기의 취약요인에 따른 대응

스마트 기기는 앱(app) 설치나 이미지 및 파일을 다

운로드 할 경우, 사용자가 공유 항목에 동의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 및 동작이 매우 간단해 공격자

의 접근이 용이하다[23].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는 유출을 전제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따라서 4.1절의 사용자 생성패턴 선택방법과 사용

자 정보 추가 삽입 방법을 적용할 경우, 생체정보가 유

출되어도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를 도용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5. 결 론

최근 보안 인증의 취약점들로 인해 바이오 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

야에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은 신속성 및

편의성, 정확성 등의 장점들로 인해 금융기관의 검토

와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유정보에 대한

해킹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은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 보다는 현 유출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유출된 생체정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바이오

인증의 취약성 및 위협요인의 명확한 분석과 이에 따

른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오 인증의 동향과 사고사례를 알아보고,

예상되는 공격유형들과 위험요인에 따른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및 보안기술의 개발 등에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향후, 바

이오 인증의 적용분야에 따른 현 문제점들과 2세대 비

저장방식으로의 진화에 따른 취약점 및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폭넓은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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