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인증 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사

용자 인증이란 제3자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일

반적으로 본인만이 소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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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기슬과 금융 시스템의 융합으로 생체인식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인 
FIDO(Fast Identity Online) 기술을 이용하여 삼성과 애플은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FIDO 인증 기술
은 패스워드와 같은 기존 인증 방법을 대체하고 있다. 생체 인식 기술 중 지문인식 기술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디바이스
와 사용자 거부 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문정보의 경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수가 
제한적이며, 외부 공격자에 의해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 중 하나인 EEG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채널 
EEG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단채널 EEG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편리성을 높였으며, EEG 신호 측정값을 FIDO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논문에서는 특정 개체 인식 전·후의 EEG 신호를 측정하여 사용자가 특정 개체를 
인식하였을 때의 EEG 신호를 사용자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FIDO, EEG, EEG 인증, 생체인증, 사용자 인증
Abstract  Recently, biometric technology has begun to be used as a fusion of IT technology and financial 
system. Using this biometric technology, FIDO(Fast Identity Online) technology, Samsung and Apple started 
Samsung Pay and Apple Pay service. FIDO authentication technology replaces existing authentication methods 
such as passwords. Among the biometric technologies, fingerprint recognition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can minimize the device and user rejection at a relatively low price. However, fingerprint 
information has a limited number of users and it can not be reused if fingerprint information is leaked by an 
external attacker.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uthenticate a user using EEG signal 
which is one of biometrics technologies. W propose a method to use EEG signal measurement value in FIDO 
system by using convenience channel by using short channel EEG device. And  propose a method to utilize 
EEG signal when the user recognizes a specific entity by measuring the EEG signal before and after 
recognizing a specific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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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 기존의 인증 방법은 주민

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증명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이용하여타인을 인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3].

이러한 기존 인증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

문, 홍채등과같은생체정보를이용하여인증하는방법

이 도입되었고, 최근 FIDO 인증 기술 개발로 인해 다양

한분야에서생체인증이사용되고있다. 생체정보를이

용한인증은스마트폰의카메라, 지문인식센서등을이

용하여사용자의생체정보를인식하여인증하는방식으

로 사용되고 있다. 생체 정보는 사용자가 본인만이 소지

하고있기때문에제3자에게위임할수없다는장점이있

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체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원본을이용하기보다는템플릿을이용하여변형하

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생체인증에서는개인의생체정보를이용하기

때문에프라이버시보호, 재사용성, 재전송공격방지기

술은 생체 인증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FIDO

인증기술은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등글로벌

업체가참여하고있는 FIDO Alliance에서제정하였으며,

FIDO 기술을 이용하여 생체 정보 기반 인증, 지식 기반

인증등다양한사용자인증을지원할수있는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중복 없

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논문에서는이러한 FIDO 시스템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생체 정보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생체 정

보는 지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개수가 제한적

이고 재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EEG 신호를 이용한

방법을제안한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FIDO 인증기술에대해분석하고, 3장에서는 FIDO 시스

템에사용할 EEG 신호에대해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

FIDO 시스템에서 EEG 신호를이용한사용자인증방법

을 제안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FIDO 인증 기술
FIDO 인증 기술은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프로토콜로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제공하

는인증방법을온라인서비스와연동하여사용자를인증

하는 기술과 U2F(Universal 2nd Factor) 프로토콜로 기

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두 번째 인

증요소로강한인증을사용자로그인시에추가할수있

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FIDO 인증 기술은 클라이언

트, 서버, 두개체간에주고받는프로토콜로구성되어있

다. FIDO 클라이언트는 FIDO 인증 토큰과 인증토큰

API라는 인증토큰추상화 단계에서연동하는역할을 한

다. 이는 FIDO에서제안하는API 표준만따르게되면다

양한 종류의 인증 토큰이 FIDO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4-6].

이러한 FIDO 인증 시스템에서 생체 인증을위해서는

FIDO UAF 프로토콜을이용한다. UAF 표준명세서에서

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인증 기술을 사용하지만 사용

자 디바이스 FIDO 인증 모듈에 미리 Attestation

Certificate와 attestation Private Key가 설치되도록 한

다. 사용자가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생성하면 서

버에서 사용자 서명뿐만 아니라 인증 모듈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검증하는데사용한다. 또한사용자디바이스에

서생성한 Public Key, Private Key는 SOP(Same Origin

Policy)에 따라 디바이스, 사용자 계정, FIDO 서버에 맞

게별도로생성한다. FIDO 인증모듈은 FIDO 클라이언트

에서 전달하는 ClientDataHash와 인증장치 자체에서 생

성하는 AuthenticatorData에 대해 개인키(Private Key)

로 서명함으로써 서명 값을 생성한다. 이러한 공개키 서

[Fig. 1] Biometric authentication method using UAF 
protocol in FID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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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값은 인증장치가 Credential을 생성할 때 Attestation

용도로 사용되거나 인증장치가 생성한 Credential로 RP

에게인증/서명기능을제공할때사용된다. AuthenticatorData

는사용자로컬인증을수행하였는지여부와인증장치에

서수행한서명횟수를나타내는서명카운터정보로구

성된다. 선택적으로 확장 필드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FIDO 에서는서명시 transaction 정보를함께서명할수

있도록 하는 Transaction Authorization 확장 필드와

Credential 생성 시 RP(Relying Party)가 선호하는 인증

장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Authenticator Selection

확장 필드를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Fig. 1]은 FIDO

시스템에서 UAF 프로토콜을 이용한 생체 인증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에는 Public Key가 포함되어 있고

Public Key에대응하는 Private Key는유출시보안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PKCS#5에 따라 비밀번호로 암호화하

여보호하였다. 그러나최근전자금융사기방법에진화

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대되어 패스워드 자

리 수를 증가하였지만 인간의 기억 한계 때문에 무한정

자리 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OTP(One Time Password), 공인인증서와 같이 지식 기

반 인증 방식은 낮은 인증강도와 취약한 보안성의 단점

을가지고있으며, 소유기반인증방식은별도의인증토

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생체

정보는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며 분실 우려가

없고 도용 ․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밀번호, 공

인인증서등기존인증수단에대한추가또는대안인증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의 인증방법

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다

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이용이 편리한 생체인증기술(Biometric technology)

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7, 8, 9].

3. EEG 인증 기술
EEG 신호는뇌의신경사이에서신호가전달될때발

생하는 전기적 신호로써 복잡한 파형을 가지고 있다.

EEG 신호는 편의 상 주파수 대역별로 Delta, Theta,

Alpha, Beta, Gammma로 분류할 수 있다. EEG 신호는

각대역마다특성을가지고있고사용자에따라다른특

성을 보이기 때문에 EEG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EEG 신호 측정을 위해서

는 20개이상의전극이 [Fig. 2]에 표시된두피와귀부분

에 접지 되어야 하나, 최근 EEG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전극수가 20개이하로간편하게측정할수있는장치들

이 개발되었다[11-14].

[Fig. 2] Standard Electrode Map

EEG 신호를 측정은 Jasper가 제안한 전극 부착 위치

를 기반으로 측정 위치를 선정한다. Jasper가 제안한 방

법은기준점간거리를 10%또는 20% 떨어진부위를측

정 위치로 잡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0-20 국제 시스템

(International 10-20 System)이라고 부른다. [Fig. 1]에

서보는바와같이 FP는전두엽을나타내고A1, A2는좌

우측 귓불을 나타낸다. 이때 측정되는 뇌파는 머리 전체

부위에서 다채널로 측정할 수 있고, 측정위치마다 EEG

신호를동시에측정하게되면좀더정확한신호를얻을

수 있다[15].

그러나 EEG 신호측정장치의발전으로 EEG 신호수

집에필요한전극수는감소하고, 무선통신을통해 EEG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EEG 신호 측정 장치로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MOTIVE社의 EPOC+와 Neurosky社의 MindWave가

있으며, EEG 측정 전극의수가 14채널, 단채널로 간소화

되었다. MindWave EEG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을연구한방법에서는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과

대역필터(bandpass filter)로 EEG파형을추출하고코사

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외부자극 없이 수집

된 15명의 EEG 신호 데이터에 대해 94%인증 정확도를

달성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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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EG Signal Collecting Devices

4. EEG 신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논문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EEG 신호를 이용하여

FIDO 인증시스템에서사용자를인증할수있는방법을

제안한다. [Fig. 4]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FIDO 환경에서

EEG 신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뇌파 정보를 이용한 생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파를 식별하고 해당 뇌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제안 논문에서는 <Table. 1>과 같이 뇌파 식별을 위해

뇌파 정보를 Leve 1 정보 Leve1 ∋ {0Hz ~ 4Hz}, Level

2 정보 Level 2 ∋ {4Hz ~ 8Hz}, Level 3 정보 Level 3

∋ {8Hz ~ 12Hz}, Level 4 정보 Level 4 ∋ {12Hz ~

15Hz}, Level 5 정보 Level 5 ∋ {15Hz ~ 20Hz}, Level

6 정보 Level 6 ∋ {20Hz ~ 30Hz}, Level 7 정보 Level

7 ∋ {30Hz ~ 50Hz}으로 분류하였다.

Level Brainwave Frequency

Level 1 Delta 0~4Hz

Level 2 Theta 4~8Hz

Level 3 Alpha 8~12Hz

Level 4 SMR 12~15Hz

Level 5 M-Beta 15~20Hz

Level 6 H-Beta 20~30Hz

Level 7 Gamma 30~50Hz

<Table 1>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EG

뇌파 정보 기반으로 뇌파 인증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인 식별 뇌파 확률을

정의하였다. 개인의 뇌파 식별 기준으로 FIDO 시스템에

서개인식별정보로사용할수있다. 개인뇌파식별값

P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안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EEG

신호를 식별하고 사용자 EEG 신호 등급을 설정한 후

[Fig. 4] User Authentication Method using EEG Signal in FID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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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 인증 등급으로 개인 식별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뇌파를 식별하고 뇌파 인증 등급을 설정하는 알고

리즘은 <Table. 2>와 같다.

Algorithm : Generate brainprint using EEG Signal

Function Brainwave Grade ()
{
Swtich(Brainwave)
{
Case 1: If (Brainwave = BrainwaveDelta) then Brainwave Grade =

”Level 1”;
Break;
Case 2: If (Brainwave = BrainwaveTheta) then Brainwave Grade =

”Level 2”;
Break;
Case 3: If (Brainwave = BrainwaveAlpha) then Brainwave Grade =

”Level 3”;
Break;
Case 4: If (Brainwave = BrainwaveSMR) then Brainwave Grade =

”Level 4”;
Break;
Case 5: If (Brainwave = BrainwaveM-Beta) then Brainwave Grade

= ”Level 5”;
Break;
Case 6: If (Brainwave = BrainwaveH-Beta) then Brainwave Grade

= ”Level 6”;
Break;
Case 7: If (Brainwave = BrainwaveGamma) then Brainwave Grade

= ”Level 7”;
Break;

}
Return grade;

}

Function Brainwave Authentication Ratio ()
{
P = 1+ exponential A / exponential A x 100;
Return p;

}

<Table 2> Proposed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안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개체를 인식

전/후과정에대한뇌파를측정하였다. 자극에의한뇌파

변화를측정할수있었으며, 개체인식과같은자극을주

었을때뇌파의활성도가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뇌파최대값은 Delta, High-Gamma를 제외한영역에서

증가함을 확인할수 있다. 또한 Theta/Alpha 비율을 확

인 한결과 1이상증가한것으로 외부 자극에의해 집중

력이증가함을알수있다. [Fig. 4]는 개체 인식전후뇌

파특징 분류결과를보여주고, [Fig. 5]는 개체 인식전/

후 개인 뇌파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EEG classification Results

[Fig. 5] Individual EEG Results

5. 결론 및 향후 연구
생체인증에서는개인의생체정보를이용하기때문에

프라이버시보호, 재사용성, 재전송공격방지기술은생

체인증기술을구현하는것이핵심이다. 이러한생체인

증을구현하기위해 FIDO 인증기술은생체인증플랫폼

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논문에서는 FIDO 시스템에서

구현가능한 EEG 신호를이용하여사용자를인증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방법을 이

용하여 금융결제가 가능한 FIDO 인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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