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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널리 보급된 인증 방법인 ID/PW 방식은 구현이 간편하지만, 보안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인식 인증 시스템은 ID/PW 방법과 함께 인증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제안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Android 4.0 등의 얼굴 인식 기술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용자 사진만 사용해서 잠금이 해제 되는 의도적인 얼굴 인식 회피시도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기 검증, 생체 정보 암호화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최근의 비즈니스 컴퓨팅 환경은 스마트워크를 중심

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업무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업

무 형태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모바일 오

피스 환경 및 스마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인증 시스템

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ID/PW 문자 입력 기반 인

증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1]. 

ID/PW 인증 시스템은 구현이 쉽고, 사용자가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

면에 기억하기 쉬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비밀번

호를 설정하는 경향 때문에 타인이 도용하거나 사용

자가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2]. 

본 연구는 ID/PW 문자 입력 기반 환경에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자 입력기반 인증과 병행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검증이 포함된 얼굴 인식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 관련 연구에

서는 생체 보안, USIM, 얼굴 검출 및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3 절에서는 본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모바일 오피스 보안 시스템을 살펴본다. 4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명한다. 

마지막 5 절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생체 보안 

생체인식에서 사용하는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성

을 반영하므로 분실, 대여, 도난, 복사가 되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패스워드나 PIN

과 달리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 인증

을 위해 저장된 생체정보가 타인에게 도용된다면 심

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생체정보는 반

드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가변 생체인식(Changeable Biometrics)은 획득한 

생체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변환된 생체정보로 개인

을 인증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은닉기술 혹은 워터마

크 기법(watermarking)으로 불리는 기술은 특정 데이

터를 삽입하여 원본 데이터 정보 추출을 어렵게 만들

기 위한 기술이다. 생체 키 생성방법(Biometric Key 

Generation)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 알고리즘

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생성하는 방법이다[4]. 

 

2.2 USIM 

USIM 카드는 WCDMA/HSDPA 네트워크상에서 가입자를 

인증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스마트 카드에 

저장한 국제 표준 가입자 인증 방식 서비스이다. 

USIM 카드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USIM 카드를 분실하여도 개인 정보가 복제되지 않는

다. 그리고 사용자 편리성이 강화되어 USIM 카드의 

탈착만으로 사용자의 기기 변경이 가능하다. 

USIM 카드는 보안성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인증 장

치이므로 금융서비스를 탑재하여 기존 SK 텔레콤의 

스마트 카드 기반 금융 서비스인 MBANK, MONETA 신용

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다[5]. 

 

2.3 얼굴 검출 및 인식 

얼굴 검출이란 영상에서 얼굴 부분을 식별하는 기

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은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지만, 연산을 적용할 얼굴 부분을 구분하여 

연산 처리를 함으로써 연산 양을 줄일 수 있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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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지식 기반(Knowledge-based) 방법, 특징 기반

(Feature invariant) 방법,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 방법, 외형 기반(Appearance-based) 방법

으로 구분된다[6]. 

얼굴 인식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으로 전체론적인 방법(Holistic methods), 특징 기반

의 방법(Feature-based methods), 하이브리드 방법

(Hybrid methods)등이 있다[7]. 

 

3. 모바일 오피스 보안 시스템 

 

 

(그림 1) 모바일 오피스 보안 시스템 

그림 1 은 본 연구실에서 연구중인 모바일 오피스 

보안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8]. 

Security Manager 는 스마트 기기와 서버환경에서 

각각 보안 기능을 수행하며, 스마트 기기에 설치되는 

보안 에이전트와 서버에 설치되는 보안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는 클라이언트용 모

듈은 상황인식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자의 얼굴 검출, 인식, 등록 등을 처리한다. 서버용 

모듈은 사용자 정보 확인, 인증 방법 선택, 사용자 

얼굴 정보 및 사용자 인증 절차를 처리한다. 

Context-Aware Manager 는 사용자 인증 정보의 다

양한 분석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 인증 절차를 결정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UI Manager 는 스마트폰(클라이언트) 및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ID/PW 기반의 인증 UI 를 제공하며, 추가 

인증방법으로 OTP 인증, 얼굴인증, UI 및 접근 거부 

페이지를 제공한다. 

전체 시스템 중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은 모듈 형태로 클라이언트 Security 

Manager 와 서버 Security Manager 에 탑재된다. 

Client Manager 의 Device Information Collection 은 

스마트 기기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모듈이다. 

Face Authentication 은 얼굴 인증 시스템 모듈이다. 

얼굴 인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특징값 

추출 및 변환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 

서버 측의 Gate Manager 에서 Authentication & 

Authorization 모듈은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전달된 

사용자 인증 정보를 대조하여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4. 제안하는 강화된 얼굴 인증 인식 시스템 

인증강화란 기기의 상태, 성능, 플랫폼 환경, 고유

번호와 사용자의 위치, 서버 접속 빈도, 접근하는 정

보의 민감성 등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등급과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인증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판단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인증을 강

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ID/PW 인증 방식이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추가로 사용해서 사용자 인증 수준을 높

이는 것이다.  

기존의 얼굴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진 등을 이

용하여 인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 

제안 시스템은 이러한 무력화 방법을 사전에 차단 가

능한 얼굴 판별 과정을 도입하여 기존의 시스템에 비

해서 강인한 얼굴 인증 인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기검증을 포함하여 USIM 을 암호화 키로 활용

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증 강화를 위한 

USIM 과 기기검증이 포함된 얼굴 인식 시스템이다. 

 

 
(그림 2) 인증 강화를 위한 얼굴 인식 모듈 

 

4.1 영상 입력 

스마트 기기의 전면 카메라 또는 PC 및 노트북에 

설치된 캠을 통해서 사용자의 얼굴을 입력 받는다. 

스마트 기기의 경우 후면 카메라는 사용할 수 없도록 

프로세스를 제어해야 하며, 전면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 가상 장치를 활용한 시스템에 대해

서 얼굴 인식이 아닌 OTP 등과 같은 인증 방식을 사

용하도록 안내한다. 

 

4.2 얼굴 검출 

입력된 얼굴 이미지를 얼굴 검출이 가능하도록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기대영역을 지정한다. 전체 이

미지가 아닌 지정된 기대영역 부분에 대해서만 얼굴 

검출에 필요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전처리 과정이 끝난 이미지를 얼굴 검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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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적용하여 얼굴을 검출한다.  

 

4.3 얼굴 인식 

얼굴 검출이 끝나고 얼굴 전체 이미지에서 사용자 

얼굴의 부분적인 특징을 템플릿 매칭 방법을 사용하

여 검출하고, 검출된 특징을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한다[9][10].  

 

4.4 얼굴 판별 

얼굴 전체의 움직임과 눈의 깜박임을 사용해서 사

용자의 얼굴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차단 한다. 

눈의 깜박임을 검출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 과정에

서 사용되는 눈 부위의 움직임을 검출하고,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특정 프레임 이상으로 눈

이 깜박이지 않거나 얼굴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용자

의 사진이나 개인적인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인증 과정 진입을 차단한다. 

 

4.5 특징 변환 

인증 강화를 위해서 개인의 특징을 DB 에 등록하고, 

추출된 특징을 비교 가능한 형태의 값으로 변환해야 

한다. 인증과정의 효율적인 진행과 고유특성의 확보

를 위해 눈 사이의 거리를 특징 값으로 설정한다[11].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개인의 특징 값은 유일하게 

존재해야 한다. 눈 사이의 거리는 연령, 성별, 눈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진

다[12]. 눈 사이의 거리는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활용 할 수 있으며, 기기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 인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1 차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

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

로 인한 오류도 줄어든다.  

기기의 해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눈 사이의 거리

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눈 사이 거리를 보정해야 

한다.  

표 1 은 사진 크기 및 해상도 차이에 관계없도록 

눈 사이의 거리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이다. 

보정 알고리즘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에

서 구현하였고 구글 레퍼런스폰 넥서스 S(GT-i9020)

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넥서스 S 의 CPU 는 

1Ghz 이며, RAM 은 512MB, LCD 는 WVGA 이다.  

 

<표 1> 눈 사이 거리 보정 알고리즘 
Step1: 눈 사이 거리를 측정 

eyesDistance = faceReg.eyesDistance[0]; 

Step2: 눈 사이 거리를 지름으로 하고, 거리의 중간값을 원점

으로 하는 원의 둘레를 구함 

drawCircle(eyesDistance); 

ratioImage = faceReg.ratioImage(eyesDistance); 

Step3: 원의 둘레가 화면보다 크면 축소, 화면보다 작으면 확

대 

currentRatio = ratdioImage/Display.getWidth; 

if(currentRatio<1) { 

reDrawImageZoomIn(faceReg.setImage); 

correctEyesDistance=faceReg.correctEyesDistance[1]; 

 } else { 

reDrawImageZoomout(faceReg.setImage); 

correctEyesDistance=faceReg.correctEyesDistance[1]; 

} 

eyesDistance=faceReg.eyesDistance[1]; 

 

표 2 은 입력 이미지 크기에 따라 보정된 눈 사이

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입력 이미지 크기에 따라 보정된 거리 값. 
 사진 1 사진 2 

입력 

영상 

 
 

보정 

영상 
  

측정 값 
149.375453 
(기준값) 

74.6875893 
(약 1/2) 

보정 값 149.375453 149.3751786 

 

4.5 기기정보 결합 

제안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인증 받고자 하는 스

마트 기기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얼굴 인식 정

보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기기정보(IMEI)를 획득한다. 사용자의 기기가 

통신망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 모

듈) 정보도 함께 결합하여 사용한다[13]. 

서버로 전송되는 값의 규칙은 “시간|기기정보|특

징값”으로 정의된다. 서버로 전송되는 값 중에서 시

간은 개인정보 재활용을 막기 위해서 전송되는 운영

체제 커널 측정 시간을 사용한다[14]. 시간 데이터는 

전송 방법을 고려하며 일정 시간 이상 오차가 발생하

면 인증을 거부한다.  

표 3 은 스마트 폰에서 획득한 기기정보와 특징 값

을 포함하여 AES 암호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표 3> 기기정보를 포함한 전송 값 

시간 111123144840 

USIM(Key) 8982300411005243040 

특징 값 169.0806 

전송 값(평문) 
111123144840144840|356951041474697|

169.0806 

전송 값(암호문) 

C4245090C901EE8708DB8C0279105CDAA3D

BFA44BC87AF959E84DFD46C336EC2078C80

EE20587366D194684785743408 

 

4.6 기존 얼굴 인식 시스템과의 비교 

iOS, WindowsPhone, Android 는 2012 년을 기점으로 

자사 플랫폼에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하였다[15]. 구

글의 경우 Android 4.0 Ice Cream Sandwich 를 출시

하면서 얼굴 인식을 보안 기능으로 채택하였다[15]. 

Android, iOS, WindowsPhone 에서 지원하는 얼굴 

인식 기술은 인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 되었

다. 얼굴 인식 기능을 보안과 인증에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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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얼굴 인식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진이나 신

분증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단

점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Google 의 Android 

4.0 은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PIN 번호, 사용자 패턴, 

얼굴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인

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얼굴 인식 기술의 경우 사용자 

사진만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에 적합

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6].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설계한 시스템은 얼굴 판별 

과정을 도입하여 사진이나 신분증을 통한 얼굴 인식 

회피 시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기

존의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자 얼굴을 빠르게 인식하

고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제안하는 얼굴 인

식 기술은 사용자의 의도적인 회피나 얼굴 인식 기능

을 무력화 시키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표 4> 제안한 얼굴 인식 기술과 기존 기술의 비교 

 기존 얼굴  
인식 기술 

제안한 얼굴  
인식 기술 

기술 

지원 

Ÿ 플랫폼에서 API

를 통해 지원 

Ÿ 사용자가 모듈을 

탑재해야 함 

설계  

기준 

Ÿ 얼굴 검출 및 

인식 속도 

Ÿ 얼굴 인식 회피 

예방 및 방어 

기술 

특징 

Ÿ 플랫폼에서 API

를 지원하기 때

문에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함 

Ÿ 기기에 선행 탑

재되어 제공되

기 때문에 별도

의 설치 불필요 

Ÿ 사용자 얼굴 인증 

및 인식에 특화되

어 사용자가 얼굴 

인식 회피 및 예

방에 활용 할 수 

있음 

Ÿ 개별 모듈로 제공

되기 때문에 모듈

에 대한 업데이트 

용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 인식 과정을 회피하

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눈깜밖임 검출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USIM 과 기기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개인 정보 재활

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에는 얼굴 검출 및 인식 과정을 효율적인 방법

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제안 

기술을 구현 완료 한 다음 기존 기술과 비교 연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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