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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구  탱고 랫폼을 이용하여 3차원 스캐닝 기법을 이용하여 생체인증에 용방안을 

제시한다. 모바일 기기에서 탱고 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생체정보를 장시킨다. 생체정보를 통해 얻

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템 릿을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 은 인증서버로 옮겨져 기존에 등록해 

놓은 특징 과 비교하고 FIDO 방식을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궁무진해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와 연

동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과 다양한 센서들이 출시되

면서 다양한 산업과 실생활 속에 하게 들어오고 있다. 

한 상기술 역에서 가상 실과 증강 실이 등장하면

서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다. 2014

년도에 구 에서 탱고라는 로젝트로 증강 실 기술을 

발 시켜 만든 기술이다. 탱고는 3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각 사물의 움직임, 사물의 심도, 일반 상화면을 측정한

다. 3D 스캐닝 기법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한 

주변 사물을 인식하여 치수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생활면

에서 용시키고자 진행 이다. 

   본 논문에서는 탱고 랫폼을 이용하여 3차원 스캐닝

을 통해 얻어진 생체정보에서 특징 을 추출한다. 추출된 

생체정보 특징 을 FIDO1.0방식을 이용하여 인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Google Tango

   구  탱고 로젝트는 구 에서 노버와 함께 개발한 

모바일 기기에서 3차원 공간의 움직임과 공간 인지기술을 

활용하여 응용하는 로젝트이다. 탱고 로젝트는 실내탐

색, 3D 매핑, 물리  공간 측정, 환경 인식, 증강 실, 혼

합 실 등 다양한 로그램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1) Tango 련 카메라

탱고 랫폼이 용된 모바일 기기  작용되는 소 트웨어 

기술은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  데이터로 환경을 인지하

여 여러 물체의 움직임을 추 한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서 표면, 크기, 거리를 인지하여 심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탱고 랫폼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들

과 모바일 기기와 공유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장하

여 학습까지 가능하다[1,2]. 

   탱고를 이용하여 두 가지 상을 볼 수 있다. 하나는 

3D 공간과 가상 화면이 모두 표 되어 있는 공간정보 화

면이다.  다른 하나는 3D 공간을 실에 숨기고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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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이미지만 보여주는 혼합 실 화면이다. 탱고는 혼합

실기능과 더불어 실세계를 스캐닝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탱고 랫폼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특정한 공간 는 사물 등을 3D 모델링하여 바꿀 수 있

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용하

여 인간의 생체정보를 3D 스캐닝 하여 모델링된 템 릿을 

이용하여 생체인증방식에 활용하고자 한다[3,4].

 2-1. FIDO 1.0

   FIDO는 2013년 FIDO Alliance라는 단체로 온라인 환

경에서 안 하고 편리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표

을 정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 2014년 12월 FIDO 표

 버  1.0을 발표하 고 Alliance에는 Google, Visa, 

Lenovo, Master Card, Microsoft, Samsung 등의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FIDO에는 두 가지 기술이 있는

데 U2F(Universal 2nd Facter)와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actor) 기술이다. U2F방식은 패스워드으

로 로그인할떄 추가 인 인증방식을 더 하여 보안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UAF는 보안성이 떨어지는 패스워드

를 신하여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 

 자서명 기술이다. 각종 모바일 단말 기기에서 생체인

증 수단으로 인증서버와 공개키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한

다[5,6].

3. 생체인증 방식

(그림 2) Tango Platform을 이용한 인증방식

  모바일 기기에서 탱고 랫폼을 이용하여 생체정보에 

한 3D스캐닝을 하여 생체정보를 추출한다. 생체인증 방

식에는 FIDO 1.0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증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FIDO Server가 보내는 요청에 한 메시지는 RP Server

에 달되고 로토콜을 통해 RP Client를 거쳐 FIDO 

Client에 달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RP Client에서 

FIDO Client는 Android 운 체제에서 Intent라는 내부의 

로세스 통신규칙을 통해 호출된다. Server와 Client사이

에는 난수와 인증토큰을 보내 인증을 요청하고 받는다. 공

개키 기반구조로 생체정보를 자서명하고 암호화여 안

한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한다.

4. 결론

   사용자 인증에 한 안 과 편리성이 요시 되면서 

다양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방법들이 출시되고 많이 

상용화가 되었다 특히 지문인식과 최근 들어 홍체 인식까

지 다양한 방식의 생체인증기술이 발 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3개의 카메라를 통해 3

차원 스캐닝 기법을 이용하여 생체정보를 스캐닝하여 얻

은 특징 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생체인식방법을 제

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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