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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USB의 분실 및 도난과 같은 취약점과 데이터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USB에 지문인식 장치를 결

합한 지문인식 USB를 연구하여, 기존의 지문인식 USB보다 지문 인식률을 높임으로 오류를 줄여 장점을 키우고 일반인이 사용

하기 쉽도록 등록방식을 변환한 지문인식 USB를 설계하였다.

키워드: 지문(fingerprint),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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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개요

오프라인 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자료, 중요한 

자료들을 저장할 때 USB 메모리를 사용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서도 중요한 자료들을 저장하거나, 전달할 때에 USB 메모리를 사용하

는데, 편리한 USB 메모리에는 보안이 허술하다는 단점이 있다. 휴대용 

제품으로서 작고 가벼워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

기에 항상 분실 위험을 고려해 USB 메모리보다 안전한 다른 방식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지문인식 기반의 USB 저장장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문을 인증키로 사용하여 USB 저장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USB 장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체정보를 지니고 있고 사용되는 정보가 사람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안의 용도로 생체인식이 사용된다. 그중 지문인

식의 경우 이용 빈도가 높고 신뢰성이 높은 인식방식이다.

Fig. 1. 국외 생체인식시장의 규모

시장에 나와 있는 지문인식 USB의 경우 지문등록을 하는 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며 설치한 프로그램을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튼형식의 간단한 지문등록

을 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고안하였다.

II. Related Works

1. 지문인식 시스템

지문인식 시스템은 광학방식 센서로 부터 지문영상을 입력받아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특징점을 추출한 후 후처리를 거쳐서 얻은 

특징점들을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받은 

지문영상과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영상을 서로 비교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2.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한 연구

지문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지문 

데이터를 받아들여 올 때 조금 더 세분화 하여 불러 들여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지문영상을 배경과 지문으로 분할하여 잘못된 특징들을 찾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또한 정규화를 거쳐 영상을 처리하기 쉽도록 

변경시킨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FAR(Fail Accept Rate-타인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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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와 FRR(Fail Rejection Rate-본인거부율)등의 잘못된 오류로 

인한 오인식률을 줄일 수 있다.

3. 고의적 접근차단을 위한 연구

이전까지는 이율배반적인 오인식률과 오거부율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인증자의 고의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생체인식 

장치간의 호환성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표준 API를 

위한 성능 평가 및 표준 개발, 인증모둘 인터페이스 표준, 생체인식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하드웨어구조

Fig. 2. 하드웨어구조

FPS와 MCU모듈을 9600bps의 UART통신을 하여 지문데이터를 

수신한다. 불편한 드라이버설치 및 프로그램 실행 과정 등이 없이 

버튼을 통해 쉽게 등록이 가능하며 장치의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LED를 사용하였다. 

1.1 지문인식 센서 GT-521F52

지문인식센서 GT-521F52는 TTL시리얼 통신을 통해 프로젝트에 

지문스캐너를 추가할 수 있다. 3,000개의 지문의 등록이 가능하며, 

0-360도 방향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450dpi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인식률이 약 99.99%로 좋으며, 오류가 적으며 모듈에 탑재된 ARM 

Cortex M3 Cortex 32bit의 CPU가 지문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식속도

가 1초미만으로 빠르다.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는 UART 시리얼 

통신을 사용한다.

Fig. 3. GT-521F52

1.2 데이터 처리를 위한 Particle Photon

지문인식 모듈에 명령어를 전송해주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사용

할 플랫폼으로 Particle Photon을 사용하였다.

웹과 핸드폰 콘솔을 통하여 지문인식 후 USB연결, 지문등록의 

기능을 선택하여 작동할 수 있고, 지문인식 후 USB와의 연결 및 

데이터 처리 Process를 Photon에서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다.

1.3 회로구성도

Fig. 4. 회로도

<그림 4>는 “지문인식기반의 보안 USB저장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린 회로도이다. 

지문인식기와 Photon을 사용해 D7번 핀의 출력을 HIGH로 설정하

여 릴레이를 동작시켜 USB커넥터에 연결되는 전원을 제어하는 회로

이다.

2. 소프트웨어구조

2.1 지문인식기반의 보안 USB저장장치 동작원리

지문인식과 등록의 구분을 위하여 사전에 Photon에 명령어에 따라 

두 가지 과정을 나누어 하도록 코드를 업로드 한다. <그림 5>는 

전체적인 구성을 도식화한 구성도이다.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지문이 인식되었을 때 릴레이를 

작동시켜 끊어져 있던 USB 커넥터의 전원부에 전원을 공급하여 

USB를 인식하는 것이다. 

순서도를 기반으로 설명하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입력 대기 

상태인 Photon에 명령어를 보내고 지문인식과 지문등록의 기능을 

따로 처리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여 코드를 업로드 한다.

지문인식의 경우 지문 데이터를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후 등록된 지문일 경우 릴레이를 작동시켜 USB 커넥터의 전원을 

연결하여 USB가 연결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지문일 경우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 오류코드

를 출력해주고 다시 명령어 입력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지문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3회에 걸쳐 지문을 입력받아서 지문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명령어 입력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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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알고리즘 순서도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USB의 분실 및 도난과 같은 취약점과 데이터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생체인식과 

USB 저장장치를 결합하여 이러한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려 하였다.

USB 저장장치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저장 

및 이동시키기 굉장히 용이함에 비해 분실, 도난 시 그 부담이 크다. 

지문인식은 현재 생체인증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증 

방식으로서 현재 가장 많이 개발되어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증 모듈의 가격 또한 타 인증 방식에 비하여 많이 저렴하고 사용방법

도 간편하게 개발되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했다. 본 연구는 개인의 

보안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USB 저장장치의 보안을 위해 지문인식을 

통한 USB 저장장치의 보안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USB에 탑재된 

프로그램이 아닌 지문인식 모듈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 보안의 강도를 높였다.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는 전기식 지문센서의 문제는 습기에 약하

기 때문에 인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 다한증의 사용자에겐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GT_521F52의 경우엔 광학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도의 문제가 없다. 타 지문인식 USB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거

나 실행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장치는 

일반인도 쉬운 지문등록과 사용을 위해서 버튼형식의 등록방식을 

구현하였다. 또한, LED를 사용함으로 누구나 USB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전원을 통해 제어하는 시스템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실이나  도난 시에 습득한 자가 분해하여 

데이터를 추출 해낼 수 있어 지문인식과 함께 내부 데이터 암호화 

등 추가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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