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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Pin Number, Password, Pattern Recognition 등 인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One-factor 인증 시스템에는 “Shoulder Attack”과 같은 사용자 레벨에서의 보안공격에 취

약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Google E-mail‘ 등 일부 강화된 보안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추가 모듈을 이용

한 Two-factor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상의 번거로움과 복잡성으로 인해 고도의 보안 기술의 적

용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사항이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와 같은 One-factor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보안 인증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해 암호화와 인

증 방법으로 지문인식을 사용하여 Multi-level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Send 디비이스를 구현한 아두이노를 통해 

M2M 서비스를 수행하며, 암호와 지문 정보를 아두이노 디바이스에 저장하여 두 가지의 신뢰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분리를 통한 사용자 레벨에서의 보안을 강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불편함과 복잡성을 

간소화하였다.

키워드: 지문인식(Fingerprint), 아두이노(Arduino), 암호화(Cryptograph), 보안(Security)

I. Introduction

IT기술이 발전하면서 IT기기들의 보급화로 인해 개인 단위의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신제품 전자기기들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기기 내에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One-factor인증 기법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보안공격에는 취약하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보안 공격에 대해 취약하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OTP와 같은 Two-factor인증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간혹 있지만, 번거로움과 복잡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보급화 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현존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Send 디바이스를 소형의 아두이노에 개발하고 Send System 아두

이노는 지문인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해당기기에 사용자 

password 또는 OTP 번호를 암호화하여 전송함으로써, Two- factor
의 인증시스템의 문제점과 통신에서의 보안 위협을 해결 한다. 암호화

된 Password 혹은 OTP를 전송 받은 해당 Receive 기기에서는 

기기인증과정과 복호화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Receive 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1. Send and Receive 시스템 구조

Send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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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문이 들어온 시점에서 지문 데이터 처리를 한다. 지문 

데이터 처리는 지문 데이터를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오류를 검출하고 정상적인 지문인지를 판별하

는 과정을 구현한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된다. 
입력받은 지문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과정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지문 데이터를 AES 알고리즘을 통해 입력받은 지문 데이터를 암호화 

하고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하여 인가된 사용자 인지를 판별한

다. 암호화 과정과 암호화 통신 기법에 대해서는 II.2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인가된 사용자라고 판별이 되면, 해당 디바이스에 암호화된 사용자 

OTP 혹은 Password를 전송하여 암호화 통신을 수행한다.

Receive System 

Architecture

암호화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은 해당 디바이스는 기기 

인증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디바이스가 정상적인 디바이스인지

를 판별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디바이스라면 사용자 OTP와 Password
를 복호화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사용자를 인증하여 권한을 부여한다. 

2. 지문 암호화

지문데이터를 암호화하는 AES-128 알고리즘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ATMEGA128A를 장착한 소형의 아두이노 디바이스에 알고

리즘을 구현하였다. Ciper Key의 값으로는 지문 데이터의 특징점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한다. 암호화된 지문은 인증 사용자가 입력해 

놓은 암호화된 지문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3. 사용자 Password 암호화 및 통신

통신 시 수준 높은 보안성을 위해 암호화된 문서를 Send 디바이스 

아두이노가 해당 Receive 기기에 전송한다. Password 혹은 양방향 

자동 동기화가 되는 OTP를 입력받으면 암호화를 하게 된다. 현재 

공인인증서 Key 분배와 같은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Sk(Secret key)를 받아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암호화한다. 
해당기기에서는 기기 인증을 통해 사용자를 판별하고 사용자의 

Pk(Public key)로 복호화 하는 과정으로 암호화 통신한다.

III.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보안 인증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보안을 강화하였다. OTP와 

password의 암호화를 AES 알고리즘 통해 Send 디바이스 아두이노 

내에 개발하고, 해당 Receive 기기와 암호화 통신하는 기법으로 

Two- factor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였다. Send 디바이스 

아두이노에 통합 개발하여 저비용으로 Two-factor 사용상의 번거로

움과 복잡성을 One-factor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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