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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분 인증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인증을 수행하여, 프라이버시 침

해 위협이 존재한다. 그 해결 방안으로 가상 ID를 이용하는 I-PIN과 e-ID 카드가 제안되었지만, 문제점은 ID와 패스워드만 알

고 있다면 누구나 도용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카드의 경우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

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식별 데이터인 QR-ID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QR-ID 카드를 제안한다. QR 코드는 인식기

에 대한 제약이 적고 일부 데이터 조작만으로 새로운 QR 코드 생성이 가능하여 노출 시 새로운 ID로 갱신할 수 있으며, 
QR-ID는 소유자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로 암호화되어 타인이 복호화 할 수 없다.

키워드: QR 코드(QR Code), ID 카드(Identification Card), 바이오메트릭 인식(Biometric Recognition), 인증(Authentication), 
전자 신분증(e-ID Card)

I.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이동통신 

및 전자 상거래 등의 기술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개인 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술적 한

계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도용 등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관련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있고, 
이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도 다른 보조적인 자료 없이 소지자

의 필수적인 개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발

생한다[1].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상에서 인증수단으로 사용

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신분증 관리 미흡으로 인한 도용 및 위·변조 등의 

문제도 같이 부각되고 있다. 
2012년 한국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 유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개인 정보 침해신고 및 법령 질의 상담 

166,801건 중 139,724건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2]. 
개인 정보 노출 및 도용, 공간적 제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인증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대체하는 I-PIN( 
Inter 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e-ID 카드와 같은 방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I-PIN 또한 손쉽게 신분위장이 가능하고, 
e-ID 카드는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여전히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물리적 

구현 및 즉각적 신분 인증이 가능한 QR-ID Card라는 전자신분증

을 제시한다. 이는 고유 식별 데이터를 생성한 후, 사용자의 생체

정보로 암호화하여 QR Code에 담아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형

태로써 기존 신분위장 및 위·변조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

로 기대된다. 

II. 관련 연구

2.1 기존 신분 인증체계의 문제점과 정부·국가적 해결방안의 한계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는 

<표 1>과 같다.

a b c d e f - g h i j k l m

표 1. 주민등록번호 구조

Table 1.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structure 

‘a~f’까지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g’은 성별, ‘h~k’까지는 출생 

등록지, ‘l’은 출생신고를 한 순서, ‘m’은 검증 코드로 이루어진다

[3].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직접적

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지정번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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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mage Feature

QR Code 

Model1·2

가장 처음 만들어진 QR코드로, 최대 버전은 

14(73 X 73셀)이고 1167자리의 숫자까지 

취급이 가능하다. 

QR코드 모델2는 코드가 일그러진 경우에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모델1을 개량한 코드이다. 

최대 버전은 40(177 X1 77셀)로 7089자리의 

숫자까지 취급할 수 있다.

Micro QR 

Code

Micro QR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 찾기 

심볼’이 1개인 것이다. Micro QR코드의 경우 

2cell의 마진이 확보되면 된다. 이러한 구조로 

Micro QR코드는 QR코드보다 더 작은 

공간에 인쇄할 수 있다

iQR Code

iQR코드는 코드 위치나 크기를 간단히 

인식할 수 있는 매트릭스 방식의 2차원 

코드이다.Micro QR코드보다 더 작은 

표 2.  QR Code의 종류

Table 2. Type of QR Code 

코드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코드에 이르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SQRC

SQRC는 데이터 인식 제한 기능을 가진 

QR코드입니다. 개인 정보나 사내 정보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LogoQ

LogoQ는 QR코드에 문자나 그림을 넣어 

총천연색으로 만듦으로, 시각성을 높인 

새로운 QR코드이다.

는 불변성으로 인해 노출된다면 지속적인 도용 및 침해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

존 신분 인증체계로써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은 개인 정보(이름, 주
민등록번호, 주소 등) 노출과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신분 인증체계의 위험성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I-PIN
과 e-ID Card와 같은 방식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많

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I-PIN을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I-PIN 
역시 타인의 ID와 Password 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분위장이 

가능하다는 취약점과 사이버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고 있다. 
I-PIN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모두 인증이 가능한 e-ID 카드

(Electronic identity card : 전자신분증 [4])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e-ID 카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IC 칩 기반의 e-ID 카드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e-ID 카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플라스틱 소재의 카

드여서 위·변조가 가능하며, IC 칩은 인식기에 대한 제약이 많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기존 신분 인증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개인 정보 

보안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인식기에 대한 제약성이 낮아 도용 및 

위조가 불가능하고 노출 시 가변성을 가지며, 공간적 제약 없이 온·
오프라인 모두 인증이 가능한 신분 인증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2.2 전자 신분증에 이용 가능한 QR Code의 정의

본 절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인증이 가능하며, 인식기에 

대한 제약성이 낮은 전자신분증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려 한다. 
이에 인식기의 제약성을 줄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인식이 가

능한 QR Code의 사용을 제시하였다. QR Code는 1994년에 일

본 토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덴소의 개발 부서(현재는 덴소 웨

이브)가 개발하였으며 2000년 6월 ISO/IEC 18004[5] 표준이 되

었다. QR Code 종류는 <표 2>[6]와 같다.

QR Code는 리드 솔로몬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오염으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레벨에 따라 정정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복원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에 따른 오류 복원 정도는 <표 3>과 

같다[6].

Level 오류복원(백분율)

레벨 L 약 7%

레벨 M 약 15%

레벨 Q 약 25%

레벨 H 약 30%

표 3.  QR Code 오류복원 레벨

Table 3. Error restoration level of QR Code

 

이러한 일반 QR Code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QR Code에 담

고 있기 때문에 주요 데이터 삽입 시 암호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SQRC 코드와 같이 특수한 인식기로 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QR 
Code도 있지만 QR Code에 승인 정보를 담고 있어 QR Code를 

취득한다면 누구나 도용이 가능하므로 이보다 강도 높은 암호화 

방식이 필요하다. 

2.3 전자신분증에 사용하기 위한 암호화된 QR Code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도 높은 암호화 방식으로 생체인식 

정보인 지문을 사용하려 한다. 인식 과정은 <그림 1>[7]과 같으며 

동일한 지문을 갖는 사람의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는 고유성이 

있다. 

그림 1.  지문특징점 추출

Fig. 1. Fingerprint feature extraction

지문을 신분증에 이용한 선례로는 선행연구자인 송충건의 논문

을 확인할 수 있다. “지문인식기술과 암호화된 QR코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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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신분증 연구”에서는 지문정보를 암호화하여 QR Code를 

생성하고 이를 신분증으로의 사용을 제시하였다[8]. 
하지만 신분증은 신뢰성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오

차와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8]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문은 직업적인 특성(산업노동, 화학실

험)과 주변 환경(습도)에 따라 변하거나 손상된다. 이러한 지문의 

손상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인식기의 오차 범위를 늘

릴 수밖에 없고, 이는 10억 분에 1보다 더 많은 중복이 발생되어 

신뢰성이 낮아진다. 또한 지문정보를 QR Code에 담을 시 QR 
Code를 습득한 사람이 전사적 공격을 통하여 지문의 원본 데이터

를 도출하게 되면 지속적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유성을 갖지만 QR Code 노출 시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지문으로 암호화하여 QR-ID로 

생성하는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III. 제안한  QR-ID Card

본 연구는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갖는 국민 식별 데이터베

이스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다 가정한다. 이 데이터베

이스를 “국민 식별DB”라 지칭하고, 인증기관과 서버는 전적으로 

신뢰되어야 한다. QR-ID에 삽입되는 데이터는 국민식별 정보가 

됨으로 원본을 숨기기 위한 서버의 대칭키 암호화, 소지자 인증을 

위한 FPkc<표 4>로 대칭키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본 서버

에서 발급한 신분증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버의 서명을 삽입함으로 

신뢰성을 높인다.

함수 설명

FPkc Fingerprint and number Key of Client

h() Hash Data 

Data 노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Data′ 노출되어도 위험성이 적은 데이터(이름, 상세주소, 생년월일)

Data′′ Data’에 서버의 서명을 더한 데이터 

Data^ 인증결과(DB에서 새롭게 불러오는 데이터)

E 암호화

표 4.  함수의 정의

Table 4. definition of function

3.1 QR-ID생성

QR-ID 생성과정은 <그림 2>와 같이 기술하였으며,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송되는 목적지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전송된다.

그림 2.  QR-ID 생성

Fig. 2. QR-ID Generation

사용자는 서버에게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와 암호화에 사용될 FPkc를 전송함으로써 

QR-ID 생성을 요청한다. 서버는 받은 데이터를 인증기관에 전송

하여 사용자 인증을 시도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받은 데이터와 일

치하는 정보를 국민 식별DB에서 찾아내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과 같이 노출되어도 위험성이 적은 데이터를 가져와 고유성을 지

닌 데이터를 만들고 발급 시간 값(Time Stamp)을 더해 Data′로 

만든다. 그리고 악의적인 목적을 갖은 사용자가 Data′의 원본을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서버의 대칭키로 암호화하여 Data′′을 만

든다. 이것을 ID의 원본으로 하고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

나는 Data′′을 해쉬(hash) 한 값을 국민 식별DB의 Key 값인 주민

등록번호와 교체하는 작업, 하나는 Data′′을 QR- ID로 만드는 작

업이다. QR-ID를 만드는 작업은 사용자에게서 받은 FPkc로 Dat
a′′을 대칭키 암호화하고, 암호화 한 데이터에 서버의 서명을 더하

는 것이다. <그림 3>은 데이터처리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3.  FPkc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알고리즘

Fig. 3. Algorithm that encrypts the data using the FPkc

3.2 QR-ID인식

QR-ID 인식은 사용자가 발급받은 QR-ID Card를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림 4>와 같이 기술하였다. 인식기

는 QR-ID Card 인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야 

인식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하여 인

식기의 제약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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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QR Code 인증

Fig. 4. QR Code Certification

인식기는 사용자의 QR-ID Card와 FPkc를 입력받으면 그 데이

터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전송 받은 데이터 중 QR-ID에 포

함된 자신의 서명을 개인키로 복호화를 해봄으로써 서버 자신이 

발급한 QR-ID 인지를 확인한다. 확인된 데이터는 입력받은 FPkc 
정보를 이용해 복호화 하여 QR-ID Card의 소지자에 대한 인증을 

거친다. 복원된 원본 데이터를 해쉬(hash)하여 나온 값과 국민 식

별DB에 있는 Key 값인 h(Data′′)와 비교·검색하여 동일한 값에 

있는 사진정보와 이름, 생년월일을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받은 

정보를 인식기에 프린트함으로써 신분 인증을 마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성을 지닌 

데이터를 만들고, 신분증 분실 및 QR-ID 노출 시 발급 시간 값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QR-ID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함으로

써 불변성을 없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개

인의 지문정보로 암·복호화를 함으로써 소지자인증을 가능하게 하

는 QR-ID Card를 제안하였다. 
각 신분 인증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표 5>에 나타내었다. 위

조 및 도용에 대한 식별, 기밀성, 공간적 제약, 고유성, 인식기의 제약

성, 불변성 면에서 기존의 인증시스템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 신분증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신뢰성 있는 신분인증을 제공하

여 전자상거래 및 개인 정보 보안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 인증 

종류

주민등

록증
I- PIN e-ID카드

지문ID 

Card

QR-ID 

Card

위조 및 도용 

식별 
x x △ o o

기밀성 x o x o o

 공간적 제약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

라인

온·오프

라인

온·오프

라인

 고유성 o o o △ o

인식기 제약성 많음 보통 보통 적음 적음

불변성 o x o △ x

표 5.  성능분석

Table 5.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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