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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생체 인식이 도입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체를 이

용한 인식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과 PPG( 용 맥

)를 사용한 사용자의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 시스템은 아두이노에 연결된 PPG센서를 통하

여 PPG신호를 측정하여 측정한 신호를 서버로 보내게 된다, 서버에서는 이 신호로부터 특징 을 추출

하여 기존에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K-NN 별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증 차를 거치게 된다. 실험 

결과, 제안 시스템은 평균 약 71.42%의 인식률을 보 다. 

1. 서론

   생체인식이란 개개인으로부터 평생불변과 만인부동의 

특성을 갖는 특징을 찾아 이를 등록시 제시한 정보와 비

교/ 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까지 연구된 생

체 인식 방법으로는 얼굴, 얼굴 열상, 홍채, 망막, 지문, 

손모양, 귀모양, DNA,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체 인식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실  도난 등의 문제가 없어 기존

의 방법에 비해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1]. 

   용 맥 (PPG : Photoplethysmograph)는 특정 장

역의 빛을 인체에 조사하여 반사 는 투과된 을 검

출하는 신호로, 재는 헬스 어디바이스, 웨어러블디바이

스, 스마트기기등에 탑재되어 심박수를 측정하여 하루 운

동량을 체크하거나 심  질환   탄성도, 산소포

화도 등에 련된 질병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  가트 는 향후 10년간 유망할 것으

로 상하는 미래 IT분야로 IoT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세

계 이동통신 사업자 회(GSMA)는 2020년까지 240억 

개 이상의 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통신사업자들이 1.2조 

달러 규모의 신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망했다[2]. 

   본 논문에서는 IoT기술과 사용자의 PPG신호를 사용하

여 사용자의 인증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체 인 시스템의 설계

를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   실험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에 해 설명한다.

2. 련연구

   김 기[3]는 빠르고 편리하게 학 으로 두 손가락 

끝에서 정확한 심장 박동 신호를 측정하여 생체인식에 

용할 수 있는 용 맥 (PPG)신호를 이용한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10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심장 박동 신호를 5번씩 측정하 고, 피실험자 별로 20회

의 실험결과 평균 90.5%의 인식률을 보 다. 

   윤석주[4]는 기존의 생체 인식 시스템인 지문, 얼굴 

등의 인식시스템과 쉽게 목이 가능하고 다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서 응용이 가능한 심 도를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을 제안하 다. 심 도 신호의 특징추출은 총 9개의 

이산 웨이블릿 변환 계수를 상으로 상  계수 분석으로 

수행하 고, 식별은 각 클래스 특징벡터를 입력으로 오류 

역  신경망을 용하여 수행하 다. MIT-BIH QT 데

이터베이스내 24명의 심 도에 해 98.88%의 식별율을 

나타내었다.

   모바일 헬스 어와 원격진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PPG

신호는 여러 가지 동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병로[5]는 

이러한 동잡음을 제거하기 해 칼만필터와 응필터를 

이용한 새로운 동잡음 제거 기법을 제안하 다. 이 제안

된 방법의 신호  잡음비는 기존의 이동 평균 필터를 사

용한 것보다 4.8배 우수한 성능을 보 다.

3. 설계

   본 시스템의 구성은 개인 인증, IoT를 이용한 PPG 측

정장비와 인증을 한 서버를 포함한다. 체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실제 상용화 시스템에서는 PPG 센서와 

Arduino, 서버와 통신을 하기 한 Wi-Fi 모듈, 인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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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기 한 표시장치 등이 하나의 장비로 개발이 

되겠지만 로토타입이라 각각의 개별 모듈로 구성하여 

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1. PPG 측정

   아두이노에 원이 인가되면 아두이노에 연결된 이어

클립 맥 센서(모델명 : EP520, Laxtha Inc. Korea)를 사

용하여 심장 박동  산소 포화도를 PPG 신호로 측정한

다. 사용된 센서는 귓불에 착용하여 측정이 되고 센서 내

부에 신호증폭회로와 Low Pass Filter(차단주 수는 

~0.3Hz)등이 있어  처리된 PPG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 게 얻은 PPG 신호는 아두이노를 통하여 인증을 해 

서버로 송되어진다. 

3.2. 개인 인증

(그림 2) 개인인증 로세스의 블록구조도

   개인인증을 한 체 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서

버에서는 개인 인증을 해서 아두이노에서 보내  신호

를 바탕으로 개개인마다의 존재하는 고유의 특징 을 검

출한다. 특징 을 검출하기 해 신호의 처리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때, 역통과필터로 0.1∼10Hz의 역만 사

용하고, 이 출력신호에서 기 선을 제거하기 해서 이동

평균필터를 사용하 다. 그 뒤 Peak 검출은 기 선이 제

거된 신호에서 이동평균필터를 사용하고, 그 신호에서 1

차미분을 용하여 부호가 (+)에서 (-)로 바 는 지 을  

Peak로 추출하 다. Valley 검출은 Peak 검출후 Peak와 

Peak 사이의 최소값으로 사용하 다. 따라서 특징 으로 

그림 3와 같이  ①Peak와 Peak 사이의 거리, ② Valley와 

Valley사이의 거리, ③ Valley와 Peak 사이의 거리, ④ 펄

스폭 비 상승시간의 비를 구하여 특징 으로 측정하

다. 측정된 특징 들은 서버 내의 DB에 사용자의 식별정

보와 함께 같이 장되고, 차후에 이를 이용하여 별 알

고리즘인 K-NN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그림 3) PPG 신호에서의 특징  추출 방법  

4. 구   실험

   그림 4는 제안한 시스템을 구 한 아두이노의 모습이

다.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하 고 PPG센서는 

이어클립 PPG센서(모델명 : EP520, Laxtha Inc. Korea)를 

사용하 다. 서버는 노트북 PC(모델명 : MacBook Pro 

Retina, 13-inch, Mid 2014)를 사용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OS X ver.5.7.11)을 사용하여 특징 과 사용자들

의 식별정보를 장하 다. 개인 인증을 해서 PPG 신호

를 분석하고 특징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과 별알고리즘 

등은 JAVA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4) 제안시스템의 

로토타입

   실험은 20  반의 남, 녀 총 7명의 피실험자로부

터 심장 박동 신호를 측정하 다. 각 개인당 모두 10 씩 

10번 측정하 다. 측정한 신호를 처리과정을 거쳐서 기

선을 제거하고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용하여 특징

들을 추출하 다. 표 1은 피실험자들의 PPG 신호의 특

징값들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p2p은 Peak와 Peak사

이의 거리, v2v은 Valley와 Valley사이의 거리, v2p은 

Valley와 Peak사이의 거리, ratio는 펄스폭 비 상승시간

의 비를 나타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개인 인증을 해 IoT기반에서 PPG를 

이용한 개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 다. 재 인증률이 

약 71.42%이다. 정확한 식별, 인증을 하기 해서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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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앞으로 처리단계에서 걸러

내지 못한 동잡음을 걸러내고, 특징  추출단계에서는 AR

계수를 이용하거나 웨이블릿 변환 계수를 이용한 특징

을 추출하고, 별 알고리즘으로 더 정확성이 높은 알고

리즘을 사용하면 인증률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 

(표 1) 피실험자들의 PPG 신호의 특징 들의 평균값

참고문헌

[1] 문기  “생체인식 기술 황  망” 한국정보통신기

술 회 2005 TTA  통권 제 98호

[2] 김동의, 윤석웅, 이용필 “IoT 서비스를 한 보안” 한

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 30권 제 8호 

[3] 김 기 “ 용 맥 를 이용한 생체인식 보안시스

템의 설계  구 ” 한국산업정보학회 2010 한국산업정

보학회논문지 제 15권 제4호 

[4] 윤석주, 김  “ECG 특징추출 기반 개인 바이오 인

식” 한국 자통신학회 2015 한국 자통신학회 논문지 제 

10권 4호

[5] 이병로, 이주원 “칼만필터와 응필터를 기반한 PPG 

동잡음 제거 필터 설계”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

통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 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