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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of website security enhancement system through 

mobile fingerprint recognition application

Oh Jun-Seok

Advisor : Prof. Oh Soon-Soo, Ph.D.

Dept. of IT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thesis, a web site security enhanc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through mobile biometric authentication. The main functions of the 

system are membership, login, fingerprint authentication and block chain verification.

Fingerprints are one of the identification tools that have unique values for each 

individual. In addition, Koreans have the highest rate of smartphone use of the 

Android operating system in the world with more than 90%. So the Android operating 

system chose to develop a fingerprint authentication app.

This system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replace the password. It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SSO password in the current website system with real 

time fingerprint authentication. In order to develop system, it has been designed start 

with the sever selection, DB, display and function. Oracle was used for database and 

Java, JSP was used for programming language.

This system will replace SSO passwords of many companies as well as websites. 

SSO logins will also be used for screen savers on personal computers used by large 

corporations or public agencies. It is often necessary to clear the finger several times 

a day and re-enter the password. The fingerprint authentication will be alternated 

system of this system will not only enhance security but also provide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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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21세기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분석되는 정보화 시대가 도

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에 반해 보안에 대한 인

식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순위 비밀번호 순위 비밀번호

1위 123456 11위 princess

2위 password 12위 admin

3위 123456789 13위 welcome

4위 12345678 14위 666666

5위 12345 15위 abc123

6위 111111 16위 football

7위 1234567 17위 123123

8위 sunshine 18위 monkey

9위 qwerty 19위 654321

10위 iloveyou 20위 !@#$%^&*

표 1.1 스플래시 데이터가 뽑은 최악의 비밀번호 순위 TOP20 [1]

Table 1.1 The worst password ranking picked by splash data TOP20 [1]

위 표 1.1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인력 규모 1만 5천 명 수준의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회사 정책에 따라 패스워드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58억 7천만 원정도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응답자 66%는 “직장

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63%는 “개인용 기기

에 사용하는 패스워드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51%는 “개인의 패

스워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다시 설정하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10

시간 혹은 주당 12.5분씩 소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소속 조직은 약 1만5천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기업별 생산성 지출과 노동력 손실 

비용은 연평균 520만 달러에 달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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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는 인력 규모 1만 4천여 명의 조직이 인건비로 시급 32달러를 책정했을 때 패

스워드 관리에 약 521만 달러, 한화로는 약 59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업무시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담은 계산식이다. 

How much time do you spend 

each week entering and/or 

resetting your passwords?

Notes to calculations Calculus

Minutes each week A = Computed from survey 12.61

Minutes each year B = A x 52 655.72

Hours each year C = B / 60 10.93

*Average labor cost per hour
D = Determined from 

benchmarks
$32.00

*Average labor cost per 

employee
E = C x D $349.72

Average total headcount F = Computed from survey 14,919

Annual cost of productivity and 

labor loss per company on 

average

G = E x F
$5,217,45

6

표 1.2 패스워드에 소요되는 부분을 물질적 가치로 측정 계산식 [2]

Table 1.2 Measure the part of the password that is used as a material value [2]

*An average hourly rate for a rank and file employee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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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공격을 직장에서 경험한 응답자가 44%가 피싱을 꼽

았다. 피싱은 계정도용(12%)이나 중간자 공격(7%)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

다. 13%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42%가 “공격을 당한 적 없다.”고 답했다. 

피싱은 상대가 믿을만한 단체나 개인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나 계정정보 그리고 금융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얻어내는 사회공학 기법이다. 유명 업체나 기관의 인터넷 홈

페이지로 위장해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링크를 보내 

방문을 유도하여 정보를 입력하게끔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계정과 패스워드를 쓰는 이용자에겐 한 번의 피싱에 당했을 경우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패스워드를 사용자의 지문으로 대체하여 패스워드 관리에 들어가

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점을 

고려해 모바일 생체인증을 통한 웹 SSO 로그인을 목표로 한다.

그림 1.1 직장에서 설문 대상자가 경험한 사이버공격의 유형(복수응답) [2]

Fig. 1.1 The types of cyber attacks experienced by the respondents at work (multiple 

respons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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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의 생체 인증 시스템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지문 인증을 이용한 본인 인증 시스템은 그림 1.2과 같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지문 인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문정보를 DB 서버에 저장하고 웹 서

버에서 지문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웹서버에서 로그인하는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문 인증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부하가 커지고 복잡하게 된다. 또한, 

DB에 지문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스니핑 또는 패킷 가로채기 공격에 취약할 수 있

으며, 하나밖에 없는 지문정보를 DB에 저장함으로써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때 되

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 1.2 기존 시스템

Fig. 1.2 Existing system

그에 반해 본 연구는 그림 1.3과 같다. 스마트폰 자체에 저장된 지문 정보를 사용하

고 통신할 때에는 특정한 구분 값만 웹서버와 통신하고 DB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보다 보안이 좋다. 게다가 기존에는 지문 인식하는 장비를 따로 필요로 했고 그 

장비를 공동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거부감이 들었지만 본 연구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닌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증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쓸 필요가 

없어 거부감이 들지 않으며 항상 몸에 지니기 때문에 물리적 보안에도 좋다.

그림 1.3 제안한 시스템

Fig. 1.3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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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체 인식 및 시스템 연구

본 장에서는 모바일 생체 인증을 통한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서 생체 인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오늘날 생체 인식의 근황

과 연구한 이론에 대해 작성한다.

2.1 정적(靜的) 생체 인식 이론

2.1.1 지문 인식

지문 인식 기술(fingerprint-based identification)은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기술이면서 오늘날 성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지문은 극소수의 훼손된 

지문소유자를 제외한 개인의 고유한 정보로서 가치를 가진다 [3]. 현대 지문 비교 기술

은 1684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 왕립 협회 소속 네에미아 크류(Nehemiah Gruw)

가 사람들의 지문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용돌이나 말발굽 모양 등과 

같은 대표 범주 몇 개를 정하여 분류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 시스템은 지문의 융선이 갈라지는 분기점(bifurcation)과 융선이 

끊어지는 끝점(ending point) 등으로 구성된 특징점의 위치와 속성을 추출, 저장, 비교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하나의 손가락을 영상 획득 장치의 평면 위에 올리면 대부

분의 개인용 지문 인식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이 지문의 영상에

서 추출한 특징적인 정보만을 원본 데이터로 선별하여 저장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등록된 지문 데이터를 통한 원본 지문 영상의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법적 증

명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 없지만, 반대로 개인 정보 보호의 기능이 생기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 출시된 지문 인식 장비들은 불법 사용자의 위조된 지문 사용

을 막기 위해 지문 스캔과 함께 지문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인지 검사하기도 한다. 실

질적인 분야인 범죄 수사 업무에서도 약 20년 전부터 활용되어왔다. 지난 20년간 광학

식 방식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는 겨우 지문을 복사한 사진만으로 보안이 뚫리기도 하

는 등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실제 실리콘 또는 젤라틴으로 만든 

위조 지문으로도 보안을 뚫을 수 있다는 사례 역시 있었고, 지난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서는 지문 인식으로도 시동이 가능한 고급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차주의 손가락을 절

단하는 사건도 발생했다[4]. 이에 정상적인 지문 인증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

존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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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문 인식은 생체 인식 분야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하고 일반화

되어온 기술이다. 이러한 인식 기술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시티뱅크와 같은 대규모 금

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ATM) 사용을 위한 고객 인증, 뉴욕·캘리포니아에서 복지수

당이 이중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공적인 업무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단점으로 스캐너에 물기나 땀이 묻어있는 경우 오류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과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경우 여러 사람이 연속적으로 접촉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또 지문이 손상되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 인식이 어렵다는 점과 같은 해결 

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표 2.1에는 그림 2.1 정전식 지문 인식, 그림 2.2 광학식 지문 인식, 그림 2.3 초음파 

방식의 지문 인식의 설명과 특징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다.

지문 

인식 

방식

정전식 광학식 초음파 방식

그림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설명

지문의 융선, 골의 정전

용량의 차이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

빛에 반사된 지문 영상

을 획득해 기존 등록 지

문의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

초음파가 돌아오는 시간

을 측정, 지문의 높이차

를 측정해 지문을 인식

하는 방식

특징

간편하고 빠르지만, 센

서의 소형화가 어렵고 

단가 높은 편이다.

내구성이 좋지만 다른 

기술에 비해 인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확성과 내구성이 좋지

만, 제작이 까다롭고 상

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표 2.1 스마트폰 지문 인식 기술의 종류와 원리 

Table 2.1 Types and principles of smartphone fingerprint recogni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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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전식 지문 인식 [5]

Fig. 2.1 Electrostatic fingerprint recognition [5]

그림 2.2 광학식 지문 인식 [5]

Fig. 2.2 Optical fingerprint recognition [5]

그림 2.3 초음파 방식 지문 인식 [5]

Fig. 2.3 Ultrasonic fingerprint recogni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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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망막/홍채 인식

망막 인식은 사용자의 안구에 있는 모세혈관의 구성이 인간의 지문과 같이 만인 부동

하고 평생 불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망막 패턴을 

읽기 위해서는 매우 약한 강도의 볼펜의 지름만 한 적색 광선으로 안구를 투시하여,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에 반사된 역광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망막 패턴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안경을 벗고 검색기에 접

안해 하고, 접안기의 둥근 원통 안에 어두운 부분 중에 적색 광선이 방사되는 점에다

가 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와 같은 망막 패턴 검색 기술은 신원식

별이 정확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장비가 매우 비싸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망막에 비추는 적외선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강조하긴 하지만 자

주 사용하기에는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6]. 눈을 밀착시켜야 할 때에는 앞선 사용자에

게서 묻어 있는 잔존물도 불편한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망막 인식 시스템은 지난 

85년에 미국 아이덴티파이(EyeDentify)사가 개발, 특허 등록한 이후 특별히 다른 회사

에서는 크게 상품화시키지 않고 있다 [7].

홍채 인식은 망막 인식처럼 가까이 밀착하거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적외선으로 홍채를 촬영하고, 특수 알고리즘이 홍채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

하여 개인마다 다른 고유한 홍채 코드가 생성된다. 이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후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의 홍채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망막 인식의 단

점이 보완되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홍채는 통계학적으로 

DNA 분석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림 2.4는 홍채 인식 과정이다. 홍채 인식은 망막 인식처럼 가까이 밀착하거나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없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적외선으로 홍채를 촬영하고, 특수 알고리

즘이 홍채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개인마다 다른 고유한 홍채 코드가 생성된다. 

이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후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의 홍채 데이터를 비교

하게 되는 것이다. 망막 인식의 단점이 보완되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홍채는 통계학적으로도 DNA 분석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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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홍채 인식 과정

Fig. 2.4 Iris recognition process

2.1.3 얼굴 인식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이란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 후,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안

의 자료와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에 비해 가장 

자연스러운 생체 인식방법으로, 입력 장치에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만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얼굴 인식의 과정은 크게 5단계를 거쳐 진

행된다. 가장 먼저 이용자의 영상이 입력된다. 그 가운데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검출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후 조명의 영향이나 잡음 등과 같은 

불순물들을 바로잡는 정렬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분류기를 통해 각각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그림 2.5는 얼굴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가 바로 

입력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 영역만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즉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맥과 정맥에 피흐름에 의해 생기는 열점을 인식하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열상 인식 방법.

2.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눈, 코, 입, 콧구멍, 턱 간 각도와 거리 또는 뼈 돌출 정

도 등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 등 [9].

특히, 열점을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얼굴 혈관의 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하는데, 얼굴에 외과적인 손상을 입더라도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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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시스템은 현재 미국의 여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10].

그런데도 아직 지문이나 홍채 인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변

장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생기는 얼굴 변화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약점 때문에 다

른 인식 방법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인식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른 표정의 변화나 조명의 위치 및 세기에 따라 얼

굴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진들은 인

공적인 자세로 찍히기 때문에 다른 사진 영상과의 비교 시 동일 인물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도, 다중 생체인식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ICAO 등 출입국 관련 회의에서 얼굴 인식이 주요 인증 수단으로 결정되는 

등 그 시장의 증가 가능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2.5 얼굴 인식 과정 [8]

Fig. 2.5 Face recognition proces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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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손을 이용한 인식

손을 이용한 인식은 가장 빠르게 자동화된 생체 인식 기법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 한 연구팀에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손가락 길이를 인식하고 4,000여 명의 손가락 

모양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자료화하여 만든 인식 방법이다. 손이나 손가락의 모양 

역시 지문이나 홍채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문이나 망막, 홍채를 이용해야 하는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

적인 인식이 가능하고 적은 저장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장이나 야외에서 더욱 적합한 

인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디즈니 월드에서도 스위스 BioMat 

Parterners의 Digi-2를 이용해 손가락 모양을 3차원으로 분석·인증하며, 산업 현장의 

근태 관리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상당수가 보급된 상태이다. 미국 

Recognition Systems 사의 ‘ID3D 핸드키’는 손 모양을 분석하는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애틀랜타 올림픽 동안 선수촌의 출입보안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공항 출입 시 여권확인

용이나 산업현장의 근태관리용으로도 상당히 보급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인식 

방법과 비교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이 다소 높지 않은 곳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시스템이 커야 하는 것도 단

점이다.

일반적으로 손을 이용하는 식별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정맥 패턴을 

분석하는 정맥 인식, 손가락의 모양을 분석하는 손 모양 인식 그리고 손바닥의 지문을 

분석하는 장문 인식이 있다 [11].

이 중에서 손등이나 손목 혈관의 형태를 인식하는 기법으로,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이용해 혈관의 밝기 대비를 최대화시킨 후 입력된 영상으로 정맥의 분포 패턴 정보를 

추출해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손등의 정맥패턴 인식기는 계

층적인 운용자의 권한제한과 차등적인 사용자의 보안등급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소규모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확장성 및 다른 시스

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앙 통제실의 통합 운용 소프트웨어까

지 제공할 수 있어서 실제 운용자가 효과적으로 인력관리 및 출입관리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는 지능형 빌딩,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추구하는 시설에서 꼭 필요한 

요구 조건으로 오늘날 개발된 손등의 정맥 패턴 인식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복

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높은 보안성을 가지지만,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활용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12].

손 모양 인식 방법은 (1) 획득된 손 영상을 이진화하는 단계 (2) 상기 이진화가 된 손 

영상의 손의 중심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3) 상기 손의 중심정보를 기준으로 상기 손 

영상의 경계까지의 각도와 각도 별 거리 분포를 포함하는 특징의 정보를 생성하는 단

계 및 (4) 상기 생성된 특징의 정보와 미리 저장시킨 여러 개의 레퍼런스 손 모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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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징의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손 영상의 손 모양을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1) 상기 이진화된 손 영상의 손 영역에 대한 전체의 픽셀의 값을 더한 후 평

균값을 계산 후 상기 손 중심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 모양을 

인식 방법이다. 상기 (4)단계는, (4-1) 생성된 손모양 특징 정보와 미리 저장된 다수의 

레퍼런스 손 모양에 대한 정보를 비교 후 각각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하는 단계 및 

(4-2) 상기 비슷한 정도가 가장 높은 레퍼런스 손 모양을 상기 손 영상에 대한 손 모

양으로 알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손 모양 인식 방법이다 [13].

표 2.2는 카메라촬영 비접촉 장문 인식의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장문 인식(손바닥 인

식)이란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문과 장문을 촬영하고 인식하는 사용자 인증 솔루션이

다. 장문 인식 기술의 차별성에 대해 아래 표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한다.

비교 항목 카메라촬영 비접촉 장문 인식

특징점 개수 평균 800개

보안 레벨 매우 높음

외부요인 영향도
땀, 로션, 물기, 습도, 온도, 피부상태, 조명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미지 품질 제공

이미지 해상도 고해상도 (800만 화소 이상 컬러 이미지)

타인 수락률(FAR) 1/5,000,000

위변조 방지 기술
빛 반사율, 융선의 선명도 등 고화질 컬러 이미지의

RGB채널 히스토그램 분포도 분석 방식

제공 스마트폰 기종 국내 출시 95%이상 스마트폰 적용 가능

표 2.2 카메라촬영 비접촉 장문 인식 [14]

Table 2.2 Camera shooting non-contact long-distance recognition [14]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복잡하며 소형화가 어렵고 시스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단점이 있어 크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으며 경찰청, 미국 FBI 등 제한적인 특수목적

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문과 같은 특징(Minutiae) 정보를 이용하고, 특히 장문 

영역은 지문과 비교하면 20배 이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문이나 손 모양 인식 방법보

다 거부감이 낮고 지문이 손상되었거나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인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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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적(動的) 생체 인식 이론

2.2.1 음성 인식

동적 생체 인식 기술의 대표 인식 방법에는 음성 인식이 있다. 화자 인식이라고도 하

는 이 방식은 다른 동적 생체 인식 방법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와 비교해서 마이크라

는 나름 저렴한 정보 취득 장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마이크는 일반 컴퓨터나 스마트

폰,　태블릿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장비 취득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장비 사

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화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원격 사용이 가능하며, 텔레뱅킹 같은 다른 생체인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

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음성 인식 시스템의 과정은 전처리부와 인식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처리부에서 발성

된 음성으로부터 인식할 대상 구간을 찾아 잡음을 제거하고 독자적인 특징들을 추출한 

후 인식부에서 입력된 음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인식결과를 

출력한다. 이 기술은 사람이 단어나 문법 등을 머릿속에 정형화하고, 새롭게 학습된 

음성들을 비교하고 알아내는 인지 과정을 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를 낼 때의 음성학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성학적 특성들

은 억양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성 경로 또는 비강과 구강의 모양 등에 의존하

는 것이므로 성대모사와 같은 방법으로 모방할 수 없다.

음성 인식 시스템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접근 통제에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형

태와 전화망에서 인증 가능한 시스템이다. 전화망과 같은 원격 통신을 이용할 때, 중

앙 컴퓨터의 인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이용자들은 일상적인 전화로 접근 

권한을 얻게 된다.

이 기술을 응용한 것이 음성을 이용한 금융계에서 계좌주의 음성을 사용하는 원격 금

융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간단한 전화를 통하여 신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시스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음성이 전달되는 

라인이 일반 공중 전화망이기 때문에 전달되어 컴퓨터에 접수된 샘플이 잡음으로 인해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과 이용 시 다른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음성의 

변조 위험이 있다는 것, 사용자의 목소리가 이용되는 환경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음성 인식은 미국의 Bellcore, AT&T, 스피커 키 상품을 개발한 ITT, TI나 프랑

스의 Frace Telecom과 같이 다양한 기관 및 회사에서 지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6 에는 2021년에는 글로버 음성 인식 시장의 규모가 159.8억 달러로 추정된다.

전 세계 음성 인식 기술 시장의 성장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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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에 따르면 글로벌 음성 인식 시장은 2021년에는 159억800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26억1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5년 사이에 6배가량 성장으로, 음성 인

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글로벌 음성 인식 시장 [15]

Fig. 2.6 Global speech recognition market [15]

2.2.2 서명 인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빙에 이용하기 시작한 서명 역시 생체인식의 한 방법으로 대두

한다. 서명 인식 기술은 이미 작성된 서명을 인식하는 정적인 방법도 존재하지만, 보

안 측면에서 서명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적인 방법이 인정받고 있다. 

표 2.3에는 생체 수기 서명의 특징이 나와 있다. 동적 서명인식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된 특정한 패널이 주어지고 패널 위에 인식 이용자가 서명하면, 획수와 서명을 하는 

속도나 펜이 패널을 누르는 압력 등을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용자를 식별해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샘플과 원본 서명의 모양 비교가 아닌 서명

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비교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이 서명의 모양을 모

방하기는 쉽다. 하지만 서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위조하는 것은 어렵다

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동적 서명 인증에는 서명할 때 펜을 잡은 손의 압력이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Active pen 방법이나 태블릿에 펜이 직접 접촉했을 때만 정보 수집이 가능한 

Sensitive tablet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에는 획수, 서명의 시

간, 속도, 서명할 때 펜이 몇 번이나 종이와 분리되는지와 같은 상세 항목들이 포함된

다. 이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약 50byte 이내로 저장된다.

이와 같은 서명에 의한 인증 분야에서는 IBM, VISA, NCR 등 대기업들이 이미 수많은 



- 15 -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Cadix 사의 Cyber-SIGN, Micromedia 사의 SmartPen, 

Quintet 사의 SignCrypt 등이 있다 [16].

항목
생체 수기 서명

(행위적 특징 기반 바이오 인증)

인증 방식 사용자 행위적 특징 기반 인증

생체 정보 유출 대응
유출 대응 가능

(유출 시 서명 변경)

타인에 의한 도용 가능성

(수면, 음주 등 무의식 상태)

무의식 상태 인증 불가

(본인의 의지 있어야만 가능)

복제 가능성
인증 당시 동적인 데이터 

입력 필요하므로 복제 불가능

외부 환경 영향 영향 없음

추가적인 인식 센서 추가 장치 필요없음

응용/활용성

다양한 응용 방안

- 겹쳐 쓰는 암호 입력

- 조건에 따라 다른 암호 입력

표 2.3 생체 수기 서명 [17]

Table 2.3 Biomedical signature [17]

2.2.3 걸음걸이 인식

개인의 걸음걸이의 특징을 분석하여 인식하는 걸음걸이 인식은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지능형 영상감

시 혹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예상된다.

비접촉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체만 활용하고, 사생활이 보호되어 이용자들이 모르게 

인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다른 생체 인식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먼 거리에서 

등록이나 인증이 가능하며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를 인증해야 할 때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증 이용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바닥재의 표면과 같은 외부적·환경

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형화가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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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개발 이론

본 장에서는 모바일 생체인증을 통한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들로 지문 인증 혹은 토큰 값 데이터베이스 입력 시에 필요한 

안드로이드 웹서버 통신, 웹에서 푸시를 보낼 때 사용하는 논 블록 I/O, 메인화면에

서 로그인을 유지하기 위한 세션, 실시간 지문 인증 값을 처리하기 위한 Ajax 기법

을 연구한 이론에 대해 작성한다.

2.3.1 안드로이드 웹서버 통신

앱이 웹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부르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한다. 필요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추출하여 응답하게 된다 [18].

그림 2.7은 본 시스템이 웹 서버 통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웹서버 통신은 큰 범주로 Http 통신과 Socket 

통신이 있다. Http 통신은 Client의 요청이 있을 때만 Server가 응답하여 처리 후 

연결을 끊는 방식이다. 보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필요시에만 Server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Http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유지보수 등 다양

한 부분에서 좋다.

Socket 통신은 Server와 Client가 특정 Port를 통한 연결을 성립하고 있어 양방향

으로 실시간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Streaming 중계나 채팅과 같이 실시

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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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웹 서버 통신

Fig. 2.7 Web server communication

표 2.4는 Java에서 웹서버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와 설명이다.

클래스 설  명

URL 인터넷상의 리소스 주소를 위한 클래스

HttpURLConnection
웹상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사용되는 HTTP를 위

한 URL 연결용 클래스

BufferedInputStream
InputStream에서 받은 데이터를 Buffer에 저장하는 

클래스

BufferedReader Reader에서 읽은 데이터를 Buffer에 저장하는 클래스

Exception
복원 가능한 예외사항을 나타내는 모든 클래스의 

수퍼클래스 (Throwable 클래스의 서브클래스)

Throwable

가상 머신에 의해 던져지는 모든 클래스의 수퍼클래스

(서브클래스에는 복원이 가능한 Exception 클래스와 

복원이 불가한 Error 클래스가 있다.)

표 2.4 웹 서버 통신 클래스 [19]

Table 2.4 Web server communication clas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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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는 Java에서 웹서버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 안에 세부 메소드 

종류와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다.

클래스 메소드 설  명

URL

URL(String)
문자열로 주어지는 리소스 위치를 해

석하여 URL객체를 생성함

openConnecti

on()
URL에 명시된 리소스를 연결함

HttpURLConnection

disconnect() Http 서버와의 연결을 닫음

getInputStrea

m()

URL 연결에 의한 리소스를 읽기 

위한 InputStream을 반환함

BufferedInputStream

BufferedInput

Stream(InputS

tream)

8192 Byte 크기를 가진

BufferedInputStream을 만듦 

BufferedReader readLine()
줄 단위로 데이터를 읽음(읽을 문자

가 없는 경우에는 null 값을 반환함)

InputStreamReader

InputStreamR

eader(InputStr

eam,String)

String 문자 유형으로 InputStr

eam에 대한 InputStreamRead

er 객체를 생성함

Throwable getMessage()
Throwable이 발생할 때 제공되는

메시지를 반환함

표 2.5 웹 서버 통신 클래스 메소드 [19]

Table 2.5 Web server communication class method [19]

2.3.2 논 블록킹 입출력 (Nonblock Input/Output)

네트워크의 속도는 CPU, 메모리, 심지어 디스크와 비교해도 매우 느리다. 요즘 

최신 PC는 약 6Gbps의 속도로 C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이동한다. 그리고 디

스크의 데이터 이동은 이보다 훨씬 느리지만, 약 150Mbps의 속도로 여전히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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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LAN이 이론적인 수치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느리게 

동작하며 오늘날 가장 빠른 LAN의 이론적이 최고 속도는 150Mbps에 달한다. 그리

고 공용 인터넷의 통과하는 속도는 LAN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속도보다 많게는 약 

10배까지 느리다 [20]. CPU가 느린 네트워크보다 앞서 달리게 하기 위한 자바의 해

결 방안은 버퍼링과 멀티스레드를 결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수의 스레드가 동시에 

서로 다른 연결을 사용해 보낼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다음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보

낼 준비가 될 때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버퍼에 저장해 놓는다. 

하지만 멀티스레드를 생성할 때의 오버헤드와 스레드 전환 시 오버헤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는 대략 1메가바이트의 메모리가 여분으로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요청을 처리하는 대규모 서버 환경에서는 스레드가 사용하는 

여분의 메모리와 다양한 오버헤드로 인해 연결마다 스레드를 할당하는 것이 어려우

므로 하나의 스레드가 여러 개의 연결을 담당하고,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된 연

결만을 처리하고, 그리고 또다시 준비된 연결을 골라내는 방법을 반복한다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NIO 패키지에서 제공한다.

NIO 패키지의 핵심개념으로는 채널(channel), 버퍼(Buffer), 셀렉터(Selector)가 있

는데 채널은 File, Socket, Datagram 등과 같은 다양한 I/O 소스로부터 데이터 블록

을 버퍼로 쓰거나 읽어 온다. 버퍼는 NIO(new input/output)에서는 모든 I/O가 버퍼

링 된다. 또한, 버퍼는 새로운 I/O API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데이터를 입출력으로 

쓰거나 읽지 않고 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쓰고 읽으며 채널과 함께 동작한다. 

셀렉터는 Single-thread에서 다중채널 처리를 위한 기술이다. 준비된 채널을 선택하

므로 읽고 쓸 때 블록하지 않아도 된다. Application에서 Single-thread로 low-traffic 

연결을 처리하는 경우 유용하게 쓰인다.

2.3.3 세션

세션은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

의 데이터를 가져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면 사

용자가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여 로그아웃(또는 세션 만료)할 때까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표 2.6은 JSP 페이지에 세션을 사용할 때 필요한 클래스와 설명이

다. 표 2.6의 클래스를 사용하여 세션의 유지나 삭제가 가능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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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설  명

String getId() 해당 세션 ID 반환

long getCreationTime()
세션의 생성된 시각을 1/1000초단위로 

반환 

long getLastAccessedTime()
웹 브라우저에서의 요청이 마지막으로 

시도된 시간을 1/1000초 단위로 반환

void setMaxInactiveInterval(time) 세션 유지할 시간을 초단위로 설정

int getMaxInactiveInerval() 세션의 유지 시간 얻기

void invalidate() 세션의 기본 객체 삭제

boolean isNew()
새로운 클라이언트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세션은 true, 기존 세션은 false를 반환

표 2.6 Session 주요 메소드

Table 2.6 Session main method 

2.3.4 에이작스

Ajax(에이작스)란 'Asynchronous JavaScript + XML'의 약자이며, JavaScript를 사용

한 비동기(Asynchronous) 통신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XML 데이터를 주고받

는 기술을 말한다.  

표 2.7은 Ajax를 사용하기 위한 메서드와 그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다. Ajax를 이

용하면 페이지 전환 없이 웹 브라우저 화면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Ajax의 가

장 큰 장점은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동기식 통신을 통해 웹 브라

우저의 페이지 전환과는 관계없이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비동기식 통

신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어떤 조작을 한 경우 그 조작의 결과가 비

동기식으로 서버에 전달되어 필요한 데이터만을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얻어온 데

이터를 현재 화면의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함으로써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처리

가 매우 가벼워진다.

Ajax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 일부분을 업데이트하려면 화면 전체를 서버에서 생성

하여 데이터를 모두 웹 브라우저에서 읽어야 한다. 이처럼 전체를 생성하여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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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Ajax로 화면 일부만을 업데이트하는 처리에 비해 훨씬 느리며 서버에 걸리

는 부하도 매우 크다 [22].

종류 설  명

load() 외부 콘텐츠를 가져올 때 사용한다.

$.ajax()

데이터를 서버에 HTTP POST, GET 방식으로 전

송하고, (X)HTML, XML, JSON, 텍스트 유형의 데

이터를 요청하는 통합적인 메서드이다.

$.post()
데이터를 서버에 HTTP POST 방식으로 전송한 다

음 응답 받을 때 사용한다.

$.get()
데이터를 서버에 HTTP GET 방식으로 전송한 다

음 응답 받을 때 사용한다.

$.getJSON()
데이터를 서버에 HTTP GET 방식으로 전송한 다

음 JSON 형식으로 응답 받을 때 사용한다.

$.getScript() Ajax를 이용하여 외부의 javascript를 불러온다.

.ajaxStop(function(){...})
비동기 방식으로 서버에 응답 요청 완료 후 함수의 

실행문이 수행한다.

.ajaxSuccess(function(){..

.})

ajax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함수에 실행문

을 수행한다.

serialize()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고 전송하였을 때, 전송방식

으로 쿼리스트링 형식의  "name1=v

alue1&name2=value2" 데이터로 변환하여 액션 

페이지에 전송한다.

serializeArray()

사용자가 입력요소에 값을 입력하고 전송하였을 

때, JSON형식 데이터로 변환 후 액션 페이지에 전

송한다.

ajaxComplete(function(){.

..})
Ajax 통신이 완료되면 함수에 실행문을 실행한다..

표 2.7 Ajax 주요 메소드 [22]

Table 2.7 Ajax main metho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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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관리하는 대상 데이터들을 “블록”이라 칭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그림 2.8과 같은 체인 모양의 연결고리 기

반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도 임의로 고칠 수 없고 누구나 수정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대변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

는 분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의 한 형태로, 계속하여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하는 노드에 작성된 변경 리스트로서 분산된 노드의 관리자에 의한 임의로 조

작할 수 없게 고안되었다.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

의 암호 화폐 거래에서 사용한다. 암호 화폐 거래 과정에서 중앙화 되지 않은 전자

장부에 쓰이므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 각각의 컴퓨터에

서 서버가 운영되어 중앙의 은행 없이 개개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그림 2.8 블록체인

Fig. 2.8 Block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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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장에서는 모바일 생체인증을 통한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로 사용자 등록, 사용자 로그인 할 때 Web Client와 Tomcat 7 Server, 

Oracle 11g, 그리고 Android Client 간의 데이터 전달 및 저장경로를 담은 시스템 

설계도와 순서설명이 있으며 시스템 구현 화면, 시스템 구현 주요 소스와 그에 대

한 설명을 작성한다.

3.1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 설계

3.1.1 사용자 등록 설계

본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시 설계는 그림 3.1과 같다. 우선 웹사이트에서 회원가

입을 요청한다. 요청하면 Client는 Was로 ID, 전화번호를 전송하여 오라클 DB에 저

장한다. 그 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앱을 처음 설치하여 실행 후 지문 인증

까지 마치면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는 Was로 Token Key 값과 전화번호를 보내고 

DB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가진 ID 값에 Token Key 값이 Update 된다. 

그림 3.1 사용자 등록 시 시스템 설계

Fig. 3.1 System design for us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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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사용자 등록 시 시스템 설계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가입

② Client -> Server ID,전화번호 데이터 전송

③ Server -> DB   ID,전화번호 DB저장

④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⑤ 스마트폰 어플 실행 후 지문 인증

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 Server 전화번호, 토큰값 전송

⑦ 같은 전화번호의 토큰 값 DB 저장

3.1.2 사용자 로그인 설계

본 시스템의 사용자 로그인 시 설계는 그림 3.2와 같다. 우선 웹사이트에서 회원 

로그인을 요청한다. 요청하면 Client는 서버로 ID를 전송한 뒤 바로 서버를 통해 로

그인 ID의 상태 값을 DB에서 조회한다. 서버는 전송받은 ID 값을 DB에서 비교 후 

토큰값을 조회한다. 그 뒤 조회된 토큰 값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로 

PUSH를 보내어 앱을 실행시킨 후 지문 인증을 마치면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는 서

버로 결과 값을 전송하고 서버는 결과 값으로 DB에 UPDATE 한다. UPDATE 된 상

태 값을 Client가 요청하여 수신 후 Main 화면으로 이동한다.

추가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부분은 처음 사용자 로그인 시 Block Chain 검증을 

시작한다. Device 정보(전화번호, 토큰값, ID) 등의 정보를 푸시에 담아 전송한다. 

그 후에 앱을 실행하고 앱에서 Block Chain 검증을 한 번 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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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용자 로그인 시 시스템 설계

Fig. 3.2 System design for user login

그림 3.2의 사용자 로그인 시 시스템 설계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로그인 -> 지문 인증 대기 화면으로 이동

② Client -> Server ID 데이터 전송

③ Server -> DB -> Server  DB에서 ID 값의 토큰 값 조회

④ 토큰 값으로 스마트폰 푸시 후 앱 자동 실행

⑤ 앱을 통해 지문 인증

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 지문 인증 결과 전송

⑦ 지문 인증 결과 값 DB저장 및 조회

⑧ 결과 값 실시간 전송 받음

⑨ 정상 결과 값 수신 후 Main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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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표 3.1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으로 Oracle Database 11g 

Release 2를 사용하였다. 오라클 DB는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관리하

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많아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언어로는 Java를 

사용하였다. Java는 운영체제가 독립적이며 객체지향 언어이다. 객체지향의 다른 프

로그래밍 언어의 장점들을 채택하는 동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

제해 다른 보수적 언어들보다 배우기 쉬운 편이다.

종류 버전 및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Oracle Database 11g Release 2

WAS Tomcat v7.0 Server

언어 JSP, Java

모바일 운영체제 Android

표 3.1 개발 환경

Table 3.1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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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용자 등록 구현

그림 3.3은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다. ID와 전화번호

는 기본키 (Primary Key)로 사용된다.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으

로부터 토큰 값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비교 값으로 사용되며 서로다른 

두 개 이상의 ID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림 3.3 회원가입

Fig. 3.3 Sig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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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처음 회원가입을 한 후에 지문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화면이

다. 설치 후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그림 3.5의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며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전

에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미리 권한을 허가한다면 그림3.5의 다이얼로그 화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림 3.4 앱 설치

Fig. 3.4 Install app

그림 3.5 전화번호 권한 허용

Fig. 3.5 Allow phone number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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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의 소스는 스마트폰에서 권한이 허가되거나 혹은 거부당했을 경우 결과

를 반환해주는 리스너를 만들어준다.

onPermissionGranted()는 모든 권한이 허용되고 실행되며 onPermissionDenied()는 

요청한 권한 중에 거부당한 권한 목록을 반환 해준다. 3개의 권한을 요청했는데 사

용자가 1개만 허용하고 2개는 거부한 경우 onPermissionDenied()에 2개의 거부당한 

권한목록이 전달된다.

TedPermission 클래스를 이용해서 권한 체크를 시작한다. 이때 리스너, 요청하는 

권한, 권한 요청 시에 필요한 메시지들 등에 대해서 설정하는 작업을 해주고 

check() 함수를 통해 실제로 권한 체크를 시작한다 [23].

그림 3.6 스마트폰으로부터 전화번호 사용 승인 요청

Fig. 3.6 Request authorization to use phone number from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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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권한 허가 후 지문 인증 과정이다. 그림 3.7의 왼쪽 화면 상태에서 평

소 스마트폰을 켤 때 지문 인증 하는 방법과 똑같이 지문이 등록된 손가락을 스마

트폰의 지문 인식하는 부분에 대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문과 동일하다면 그림 3.7

의 오른쪽 화면 상태로 넘어간다.

그림 3.7 지문 인증 전과 후 화면

Fig. 3.7 Screen before and after fingerpri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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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의 onTokenRefresh()는 앱이 처음 설치된 후 실행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

는 함수다. 그러므로 설치 후 처음 실행된 앱은 sendRegistrationToServer()로 넘겨

지게 된다. 이 때, 기기마다 고유하게 생성되는 토큰 값과 전화번호를 전달한다. 

이 토큰 값을 바탕으로 서버에 보내어 토큰 값과 전화번호를 DB에 저장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림 3.8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와 토큰 값 얻기

Fig. 3.8 Get phone numbers and token values from your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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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그림 3.8의 onTokenRefresh() 에서 얻어낸 토큰 값과 전화번호를 

OkHttpClient를 사용하여 포스트 방식으로, Token이란 변수를 사용하여 이 변수에 

token(실제 단말에서 생성된 토큰 값)을 넣어 지정 URL로 보내는 것이다.

그림 3.9 서버로 토큰 값과 전화번호 보내기

Fig. 3.9 Send token value, phone number to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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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의 안드로이드 Keystore는 암호용 키 저장소로 키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저장된 키는 암호 관련 operation을 통해서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 KeyGenerator와 함께 안전하게 키를 생성하

고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10 암호화된 키 생성

Fig. 3.10 Encrypted ke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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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회원가입을 성공했을 경우 이동하는 웹페이지로 로그인하기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가입한 ID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1 회원가입 완료

Fig. 3.11 Completed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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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용자 로그인 구현

그림 3.12는 로그인 페이지이다. 로그인 시 필요한 것은 기본 키인 ID뿐이다. ID 

선택 후 로그인 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ID의 토큰키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여 스마

트폰으로 앱 실행 푸시를 보낸다. 

그림 3.12 로그인

Fig. 3.12 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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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그림 3.12에서 푸시를 보낸 뒤 응답을 기다리는 웹페이지 화면이다. 

30초 시간제한이 있으며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다시 

보내기 버튼을 클릭 시엔 새로고침 되어 30초부터 다시 시작하며 스마트폰에 애플

리케이션이 다시 시작한다.

그림 3.13 지문 인증 승인 대기 웹페이지 화면

Fig. 3.13 Waiting for fingerprint authentication web pag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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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FireBase에서 가져온 서버키인 simpleApiKey를 사용하여 실제로 메시지

를 보내고 처리해주는 부분이다. loginid 라는 변수명을 사용하여 로그인 요청한 사

용자의 ID를 addData를 해주었다.

그림 3.14 API값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푸시보내기

Fig. 3.14 Send smartphone push using API value

그림 3.15의 sendNotification() 메소드는 String messageBody에 메시지를 넘겨받고,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폰 위에 띄울지를 설정한다. 자동으로 지문 인증 앱을 

실행시키는 것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intent를 사용해 화면 

전환으로 앱을 바로 실행시킨다. loginid라는 변수명은 서버쪽에서 작성한 변수명과 

일치해야 한다. startActivity로 intent에 저장된 변수와 함께 intent를 실행시킨다.

그림 3.15 앱 실행

Fig. 3.15 Launch your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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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의 setInterval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Ajax를 실행시킨다. Ajax는 로그인 

ID인 login_id_from_phone이라는 변수명과 gubun이라는 구분 값으로 숫자 2를 추가

하여 전송한다. 데이터 전송 후 success의 data에 따라 로그인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결정한다.

그림 3.16 Ajax 사용 실시간 데이터 주고받기

Fig. 3.16 Send and receive real-time data using ajax



- 39 -

그림 3.17은 지문 인증 요청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화면이다. 그림 3.7의 회원가

입 때와는 달리 권한 요청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미 처음에 권한을 승인해줬

기 때문에 재설치 혹은 권한을 OFF로 설정하지 않는 한 권한을 다시 요청하지 않

는다. 나머진 그림 3.7 때와 같이 그림 3.17의 왼쪽 화면 상태에서 평소에 스마트폰

을 켤 때 지문 인증 하는 방법과 똑같이 지문이 등록된 손가락을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부분에 대면 그림 3.17의 오른쪽 화면 상태로 넘어간다.

그림 3.17 지문 인증 전과 후의 스마트폰 화면

Fig. 3.17 Smartphone screen before and after fingerpri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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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의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DataSend 함수를 그림 5.15 지문 인증 

전, 후 사이에 동작하는 핸들러에서 사용하여 변수 login_id_from_phone과 gubun 값

을 finger_ok.jsp에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의 gubun 값을 update 한다. DataSend 함

수는 HttpClient를 사용하여 Post 방식으로 주어진 웹 서버의 URL로 통신한다.

그림 3.18 ID와 구분 값을 서버로 전송

Fig. 3.18 Send ID and distinguished values to server

그림 3.19의 메인 웹페이지 접속한 사용자의 ID 값(123456)을 그림 3.20에서 세션 

속성 명이 name이라는 속성에 value 값을 할당한다. 이 세션 값은 사용자가 로그인 

후에 다른 웹페이지로 들어가길 원할 때 따로 권한을 주지 않고 마음껏 웹페이지들

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3.19의 logout 링크를 클릭하면 처음 로그인 화면

으로 돌아가며 session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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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지문 인증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

Fig. 3.19 After fingerprint authentication login, 

main screen

그림 3.20에서 setAttribute는 세션의 속성을 설정하는 메서드로 세션 속성 명이 

‘name’이라는 속성에 value 값을 할당한다. 다른 페이지에서 getAttribute 메서드

를 통해 ‘name’세션 속성 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3.20 세션키 생성

Fig. 3.20 Session ke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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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은 로그인 ID 작성하는 모습이다. 실제 시현하고 로그(LOG)를 통해 실시

간 지문 인증 할 때 데이터가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한다.

그림 3.21 ID 입력

Fig. 3.21 Ente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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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는 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화면 변화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연

구자는 지문 인증 제한 시각을 30초로 설정하였다. 30초가 지나도록 지문 인증 성

공 했을 경우의 구분 값을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스마트폰)로부터 전송 받지 못한

다면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간다.

그림 3.22 실시간 지문 인증 대기

Fig. 3.22 Waiting for real-time fingerpri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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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은 지문 인증을 대기 중인 모습이다. 우측에 ID는 방금 로그인한 ID 값

이 나오고 구분 값이 “2”로 표기되며 “no”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구분 값이 

“2”일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no”라고 표시되도록 해놓았다.

그림 3.23 실시간 지문 인증 대기 중일 때 구분 값

Fig. 3.23 Separate value when waiting for real-time 

fingerpri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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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는 스마트폰에 손가락으로 지문 인증을 한 뒤 웹페이지 화면은 로그인

이 되어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로그에는 구분 값이 “1”로 잠깐 바뀌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구분 값을 다시 “2”로 바꿔준다.

그림 3.24 실시간 지문 인증 완료 시 구분 값

Fig. 3.24 Separate value when real time fingerprint 

authentication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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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는 본 연구의 시스템 플로 차트이다. 

웹에서 I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증요청을 하고 API는 ID 데이터를 전달받아 

Check를 하며 ID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비정보, 인증횟수 등을 사용한 Blockchain 

검증을 실시한 후, Mobile Application을 사용한 지문 인증을 하며 장비정보, 인증횟

수 등으로 Blockchain 검증이 한 번 더 발생한다. 그 후 지문 인증 완료 후 Server

와 Web을 통해 Login 완료 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림 3.25 시스템 플로 차트

Fig. 3.25 System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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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문, 망막/홍채, 얼굴, 손, 음성, 서명, 걸음걸이 인식에 대한 이

론을 작성하였으며 모바일 생체 인식을 통한 웹사이트 보안강화 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한다. 망막/홍채 인식은 홍채 무늬, 형태, 색, 망막의 모세혈관을 비교하는 

방식이며, 정맥 인식은 손가락, 손바닥 등의 정맥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얼

굴 인식은 3차원의 얼굴 형상을 비교한다. 음성 인식은 개인의 음성 패턴을 비교, 

서명 인식은 서명의 속도, 글 쓸 때 누르는 정도 등을 비교한다. 그중에 지문 인식

은 지문의 형상적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이며 편의성, 센서 소형화 수준이 높아 최

근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휴대성이 좋고 사용자에

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지문 인식을 사용한 웹사이트 보안 강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현재 많은 웹사이트나 공공기관의 웹 SSO(Single Sign On) 패스워드 로그인 혹은 

컴퓨터 화면보호기에 SSO 로그인을 패스워드로 로그인한다. 또는 OTP(One Time 

Password)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에 문자로 받아 패스워드와 OTP 이중 로그인을 

한다. 본 연구는 지문 하나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본인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

니는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편리하며, 문자요금이 발생하는 OTP 인증하는 것

보다 저렴하며 블록체인(Block Chain) 기법을 사용한 인증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신

뢰성이 보장된다. 

현재 시점에서 지문 인증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는 손가락이 지문 인식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집이 생기거나 혹은 지문이 닳아 사라질 경우가 있고,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스마트폰 분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지문 인증을 사용한 웹 사이트 로그인 연동 시스템이다. 데이

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서버는 Apache Tomcat 7.0을 사용

한다. 

언어로는 JSP, Html, Javascript, jQuery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하였으며 한

국 스마트폰 소비자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선택하

여 지문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 

페이지를 새로고침 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혹은 스마트폰에서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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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onPermissionGranted()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의 권한을 요청하고, onTokenRefresh() 함수로 처음 회원가입 시 

앱을 설치할 때마다 토큰 값을 생성하여 서버로 토큰 값과 전화번호를 전송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세션 기능을 사용하여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로그인 

세션이 유지된다.

접속할 때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일차적으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인증 횟수, 

장비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검증하며 이차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같은 정보를 블록

체인 방식으로 검증하여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구현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자가 구현한 웹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후 ID를 입력하면 스

마트폰에서 지문 인증 앱이 실행되어 인증하면 사용자가 특별히 마우스나 키보드

를 조작하지 않아도 대기화면에서 메인화면으로 자동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기능은 웹페이지 로그인에 대한 보안 강화에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특별히 비밀번호를 외우는 수고를 덜어 줄 것이다. 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하

게 응용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안이나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부분(건

물 출입, 학교 출석체크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기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만족감

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분실 시 혹은 지문 인증의 문제

점 발생 시 필요한 보완적인 부분으로 패스워드 입력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 현재 지문 인증 외로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등 스마트폰으로 가

능한 다양한 생체 인증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본 연구에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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