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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을 위한 모바일 폰 영상의 손 생체 정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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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Biometric Information Recognition System of Mobile Phone 

Image for Mobil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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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보안의 증가에 따라, 지식에 근거한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방식의 개인 인증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개인 식별과 인증에서 손 형상, 지문 인식, 목소리와 같은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되
었다. 그러므로 모바일 보안을 위해 개인 식별과 인증에서 생체 인증을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고객과 판매자
들 모두에게 신뢰성을 준다. 본 연구는 개인 식별과 인증을 위해 iphone4와 galaxy s2의 모바일 폰 영상으로부터 손 
형상, 손 바닥 특징, 손가락 길이와 너비 등의 손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연구의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영상 획득, 전처리, 잡음 제거, 표준 특징패턴 추출, 개별 특징패턴 추출 그리고 손 생체 정보 인식의 
6가지 단계로 구성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입력 데이터는 50명의 실험자의 손 형상 영상과 손 바닥 영상으로 구성한 
250장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 인식률은 93.5%이다. 

주제어 : 모바일 보안, 생체 인식 시스템, 손 생체정보, 손 형상 인식, 손바닥 정보

Abstract  According to the increasing mobile security users who have experienced authentication failure by 
forgetting passwords, user names, or a response to a knowledge-based question have preference for biological 
information such as hand geometry, fingerprints, voice in personal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Therefore 
biometric verification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for mobile security provides assurance to both 
the customer and the seller in the internet. Our study focuses on human hand biometric information recognition 
system for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ersonal Authentication, including its shape, palm features and the lengths 
and widths of the fingers taken from mobile phone photographs such as iPhone4 and galaxy s2. Our hand 
biometric information recognition system consists of six steps processing: image acquisition, preprocessing, 
removing noises, extracting standard hand feature extraction, individual feature pattern extraction, hand biometric 
information recognition for personal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from input image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ystem from mobile phone image is demonstrated through 93.5% of the sucessful recognition rate for 
250 experimental data of hand shape images and palm information images from 50 subjects

Key Words : Mobile Security, Biometric Recognition System, Hand Biometric Information, Hand Shape 
Recognition, Palm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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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산업  정보화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 되면서 

모바일 보안에 한 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재까

지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시장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통한 인증 방법이나 사용자 이름 는 인증 코드 입력 등

을 사용한 지식 기반의 개인 식별과 인증에서는 여러 가

지 문제들이 발생하 다. 특히, 패스워드 인증이나 사용

자 이름, 인증코드 입력을 사용한 지식 기반의 개인 식별 

 인증 방법은 정보의 노출이 쉬워서 도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모바일 보안에서 안정된 개인 인증으로 보기 어

렵다는 한계 을 가진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바일 사

용자들의 75%가 패스워드나 사용자 이름이나 인증코드 

등의 지식기반 정보들을 기억하지 못하여 개인 식별과 

인증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모바일 보안을 해 수의 지식 

기반의 정보들인 패스워드, 인증번호, 핀 번호 등을 반복

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개인 인증을 해 생체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1]. 

모바일 보안을 한 개인 식별  인증 방법으로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손 형상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 등

의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 정보의 특

징은 각 사람마다 유일하고 구별성이 있으며 측정 상이 

되는 생체정보의 특징은 불변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

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할 때의 문제 은 100%의 신뢰

성을 기 하기는 어려운 단 이 있으며 측정 상 생체정

보의 특징이 거의 일생동안 불변하고 안정 인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 식별과 인증에 사용하는 

생체 정보들은 상이 훼손되거나 상해 될 험이 없이 

항상 안정 인 특징을 가지고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어

야 한다. 개인 식별이나 인증 방법으로 생체인식을 활용

하려면 무엇보다 수집 상들의 조 인 응 여부가 

요한 요인이다. 한 수집 상들의 거부감이 없는 인

식 방법이 요하다.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가장 은 인

식방법은 홍채인식이나 얼굴인식 보다는 손가락 지문 인

식과 손의 형상인식, 손바닥 패턴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2-7].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인증용 생체인식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친

도, 인식 성능 등을 고려하여 손 생체정보를 사용한 개인 

인증방법을 연구한다. 손가락 지문 인식 시스템은 특별

한 입력장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문인식 장치가 구비되

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손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  보안은 특별

한 입력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컴퓨터나 모바일 

휴 화의 카메라 장비를 통해 쉽게 개인 인증에 사용

할 수 있다. 모바일 보안을 한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

템은 상 획득, 처리, 잡음 제거, 표  특징패턴 추출, 

개별 특징패턴 추출 그리고 손 생체 정보 인식 단계로 이

루어져 있다. 개인인증을 해 실험에서 사용한 입력

상은 iphone 4와 galaxy s2의 카메라로 입력 받은 상을 

사용하 고 손 생체 정보 인식을 해서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 다.

2. 관련 연구

부분의 생체인식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 

 인증에 활용하는 생체 정보의 특징은 개별 인 각 사

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므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모

양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동안 변하지 않으므로 일 성

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인체구조  손 생체정보를 사용

한 인식방법은 사용자 편의성과 개인 식별도구로서 큰 

거부감이 없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손을 사용한 개인 식

별 방법은 손가락 지문(fingerprint) 인식, 손의 형상

(hand shape) 인식 , 손등의 정맥패턴(hand vein pattern) 

인식, 손바닥 장문인식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문인식

과 마찬가지로 손 피부의 특징을 인식하는 것으로 상

자들에게 거부감이 어서 실제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쉽

다고 볼 수 있다[2-7]. 

손 인식과 련된 연구는 부분 하드웨어 기반의 센

서를 사용하는 데이터 로  방법과 2차원 특징의 패턴

정보나 3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상처리 기반의 연구방

법들로 분류한다. 데이터 로 를 사용한 방법들은 장

갑에 센서를 부착하여 손동작을 3차원 공간상의 정보들

도 실시간 입력 받아 사용한다.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손 인식 방법은 손동작의 분석과 인식이 비교  쉽지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터페이

스 구축을 해서는 체시스템과 속하는 데 많은 연

결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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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nd Shape Images 

은 한계 을 가진다. 한 2차원 패턴이나 3차원 모델을 

사용한 상처리에 의한 손 인식 방법은 색, 녹색 등의 

단색 장갑을 사용하여 손 역 정보 추출의 처리 과정

을 생략하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과 특수 장비나 장갑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조명 환경에서 카메라를 사용

한 입력으로 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수행되고 

있다[4-10].

[Fig. 2] Examples of Palm Images

 

[Fig. 3] Gray-level images of Hand Shape

본 연구는 모바일 보안을 한 손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  인증 방법의 하나로  iphone 4와 galaxy s2

의 카메라로 입력 받은 상을 사용하여 손 생체 특징정

보의 특징을 인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Fig. 4] Examples of Gray-level Palm Images

3.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손 생체 정보를 인식하기 

해서는 손 생체정보인 손등 상과 손 바닥 상을 입

력으로 한다.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먼 , 인식할 

손 생체 정보의 상을 iphone 4와 galaxy s2의 카메라로 

입력 받아 인식할 상의 상을 획득한다. iphone 4와 

galaxy s2의 카메라로 입력 받은 원 상의 크기는 

1936*2592 픽셀이다.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상 획득  처리 단계, 잡음 제거 단계, 표  특

징패턴 추출 단계, 개별 특징패턴 추출 단계 그리고 손 

생체 정보 인식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서 손 생

체 정보 특징 인식을 한 단계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3.1 영상 획득과 전처리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에서는  iphone 4와 galaxy 

s2의 카메라로 입력 받은 1936*2592 픽셀의 컬러 상을  

계산량, 오류율을 이기 하여 256 그 이 벨로 변환 

하여 하 다. 

손 생체 정보의 특징을 인식하기 해서는 동일한 크

기의 손 생체 정보의 상이 필요하고 각 상의 크기  

심이 일치해야 한다. [Fig. 1]과 [Fig. 2]는 스마트 폰 카

메라로 획득된 원본 상들을 보여 다. 즉, 인식 상이 

되는 일정한 상크기를 가진 n개의 손 생체 정보 상

들이다. 획득된 손 생체 정보 상인 손등 상인 [Fig. 

1]과 손바닥 상의 인 [Fig. 2]를 인식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하여 실행속도를 올리고 계산량과 오류율을 이기 

하여 256 그 이 벨로 변환한 결과는 [Fig. 3]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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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주어진다. 이 때 손 생체 정보 상의  n개의 후보

상을 각각 행벡터로 나타내어 인식후보인 손 생체정보의 

특징 벡터 집합(S)를 구성하면 식(1)과 같다.

      ∙∙∙ (1)

[Fig. 5] Noise Removal Results of Hand 
Shapes

[Fig. 6] Examples of Noise Removal Results 
of Palm Images

3.2 잡음 제거

잡음 제거 단계에서는 빛과 배경에서 발생하는 잡음

을 제거하거나 이기 해서는 손 생체 정보 상을 설

정된 평균과 분산을 기 으로 모든 상을 정규화 한다. 

여기서 정규화란 원본의 상의 밝기를 밝게 해주거나, 

배경의 색을 하얀 바탕으로 바꿔주고, 상의 깨지는 부

분을 미리 잡아 으로써 상의 질을 더 좋게 한다. [Fig. 

5]와 [Fig. 6]은 손등 생체 정보와 손바닥 생체 정보 상

을 잡음 제거한 후에 생성된 상이다. 

3.3 표준 특징 패턴 추출

손 생체 정보 인식시스템에서 표  특징 패턴 추출 단

계는  단계의 잡음 제거 후의 상들을 입력으로 하여 

표  손 생체 정보의 특징 패턴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즉, 

인식 상이 되는 손 생체 정보 상들을 평균 하므로서 

표  특징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손등 생체정보와 

손바닥 생체정보의 표  특징을 알 수 있는 단계이다. n

개의 평균을 내어 보면 하나의 표  상이 나온다. 이 

표  손 생체정보 상을 통해 다른 상 상들의 특징

을 비교하는 기 으로 삼을 수 있다. 즉, 표  손 생체정

보 상과 인식의 상이 되는 상이 얼마나 비슷한 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에 한 유사도를 알 수 있다. 이 평

균 상 가지고 n개의 다른 상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인식 후보의 손등 특징 벡터 집합(S)으로부터 손 생체정

보의 표  특징 패턴 벡터를 계산하면 다음의 식(2)와 같

다. 

  
 




 (2)

[Fig. 7] Standard Feature Extraction Results

손등 생체 정보와 손바닥 생체 정보들에 한 표  

특징을 추출한 상의 결과는 [Fig. 7]에 나타낸다.

3.4 개별 특징 패턴 추출

손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에서 개별 특징 패턴을 추출

하기 해서는 먼 , 손 생체 정보을 인식하고자 하는 후

보 상으로부터 손 생체 정보 특징 상들의 표  특징 

패턴 벡터의 차를 계산한면 인식하려는 후보 손 생체 정

보 상에서 개별 특징 패턴을 나타내는 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한 배경의 잡음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이 부분은 손 생체 정보 특징 역 

추출 과정에 있어 요한 부분으로서, 인식할 개별 특징

에  한 최소 값을 나타낸 것으로 식(3)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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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생체정보를 인식하기 해서는 상의 치와 크

기를 다시 조정해 주는 상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다. 이

를 해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는 데 이것을 통해 고유한 

손 생체 정보 특징들을 얻을 수 있다. 공분산 행렬을 쓰

면 고차 행렬이 되고 이는 인식을 한 최 값이다. 인식

할 손 생체 정보의 후보 데이터의 행벡터로부터 공분

산 행렬 (C)를 계산하면 식(4)와 같다.

[Fig. 8] Hand Shape Results of Individual 
Feature Pattern Extraction 

[Fig. 9] Palm Image Results of Individual 
Feature Pattern Extraction

 
 





 (4)

공분산 행렬(C)로부터 n개의 손 생체 정보 특징 입력 

상의 고유값 와 고유벡터 를 계산한다. 여기서 고

유 값은 표  손 생체 정보 특징 상에 한 분산의 정

도를 나타낸다. 공분산의 최소값과 최 값에서 얻어진 

결과로 상의 고유기  손 생체 정보 특징 상을 구할 

수 있다. 고유값에서 얻은 고유벡터를 재배열한 손 특징

을 개별 손 생체 정보 특징이라 한다. 개별 손 생체 정보 

특징은 후보 상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이것은 손 생체 

정보 특징을  인식하는 학습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고

유 손 생체 정보 특징을 생성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5)와 같다. [Fig. 8]과 [Fig. 9]는  손 생체 정보 특징의 

개별 손 생체 정보의 특징이다.

  

 




   ⋯ (5)

3.5 손 생체 정보 특징 인식

손 생체 정보 특징 인식 단계는 개인 식별이나 인증을 

해 인식하기를 원하는 모바일 폰으로 입력한 손 생체 

정보의 특징 상을 학습한 상과 같은 크기의 상으로 

먼  크기를 조 한다. 그 후, 잡음제거를 해 크기 조정

한 입력 상을 설정된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화 한다.  

손 생체 정보 특징 상의 인식을 해 새로운 상을 

입력하면 고유 손 생체 정보 특징에 한 사 을 취하

여 그 성분 값 을 구한다. 모바일 보안을 해 입력하

모바일 폰의 입력 상에 한 각 개별 손 생체 정보과 

특징의 가 치()를 구하면 다음과 식(6)과 같다. 

  
      ⋯ ′ (6)

여기서  ′는 아주 작은 고유값에 응하는 고유한 

손 생체 정보 특징을 제외한 체 상의 수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나타낸다. 

손 생체 정보 특징의 가 치()를 이용하여 입력 손 

생체 정보 특징의 상을 표 하는 고유 손 생체 정보의 

특징 성분 벡터()를 구하면 다음 식 (7)과 같다.

   ⋯′  (7)

입력한 손 생체 정보 특징 상은 다음과 식(8)과 같이 

성분 벡터( )의 선형결합하여 입력 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8)

입력된 손 생체 정보 특징 상이 구의 손 생체 정

보 특징 상인지 인식하기 해서는 후보  손 생체 정보 

특징 상들의 개별 손 생체정보의 특징 상에서 가 치

와 유클리디안 거리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손 생체 정보의 특징을 선택한다. 

이때, 최소 거리의 상은 입력 상과 가장 유사한 손 

생체 정보 특징이므로 이 후보 상을 인식 결과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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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and Shape Image(1) and 
           Reconstruction Image

[Fig. 11] Hand Shape Image(2) and 
           Reconstruction Image

4. 실험 결과

본 연구는 모바일 보안을 해 모바일 폰의 입력 상

을 사용하여 손 생체 정보의 특징을 인식하는 개인 인증

에 한 연구이다. 이것은 기존의 비 번호 인식시스템

과 같은 다른 인식 시스템과 함께 구동할 때 손 생체 정

보 특징 인식시스템은 더욱 인증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

다. 실험에서 사용한 인식방법은 인식하기를 원하는 손 

생체 정보 상들로부터 손 생체정보의 개별 특징을 구

하여 이를 손 특징 인식을 한 학습 데이터들로 사용한

다.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는 iphone 4와 galaxy s2의 내

장된 카메라 이용하여 손 생체 정보을 은 상이다. 실

험을 한 데이터들은 연령 에 상 없이 무작 로 얻은 

손 생체 정보 특징을 가진 상으로서, 50명의 실험자의 

손 형상 상과 손 바닥 상으로 구성한 250장의 데이터

에 한 평균 인식률은 93.5%이다. 

실험 데이터로부터 단계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상을 획득할 때 상의 크기와 해상도는 일정

해야 하고 손 생체 정보 데이터의 사진의 심이 일치 하

여야 한다. 획득된 손 생체정보  상([Fig. 1]과 [Fig. 2])

는 알고리즘의 실행속도를 올리고 계산과 오류율을 이

기 하여 그 이 벨 상([Fig. 3]과 [Fig. 4])으로 변

환 하 고 심 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얻기 하여 

데이터를 수집 할 때  상의 상 역을 고정시켜 일정

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 

실험에서는 Matlab 로그램을 사용하 다. 

손 생체 정보 특징의 인식률을 좋게 하기 해 빛과 

배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이기 하여 상

을 정규화 한다. [Fig. 5]와 [Fig. 6]은 명암도 상을 잡음 

제거한 결과이다. 표 화된 특징 패턴 데이터([Fig. 7])가 

산출 되면 후에 변형된 입력 상을 입시 오류율을 

일 수 있다. 표  특징 패턴 상으로부터 개별 손 생체 

정보의 특징패턴([Fig. 8]과 [Fig. 9])을 구하면 인식을 

한 학습 단계는 끝난다.

손 생체 정보 특징 인식 단계에서는 먼  인식하고자 

하는 입력 손 생체 정보 상을 입력한다. 입력된 손 생

체 정보 특징 상이 개인 인증을 해 등록된 손 생체 

정보 특징 상인지 인식하기 해서는 후보  손 생체 정

보 특징 상들의 개별 손 특징 상에서의 가 치와 유

클리디안 거리를 비교하여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손 생

체 정보 특징을 선택한다. [Fig. 10]과 [Fig. 11]은 입력 

상과 이를 재구성한 상이다. 이때, 유클리디안 거리가 

최소인 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손 생체 정보 특징의 입

력 상과 가장 유사한 특징 패턴이므로 이 후보 상을 

인식 결과로 결정한다. [Fig. 10]의 입력 상이 유클리디

안 거리가 가장 짧은 21번째 상임을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11]의 입력 상은 유클리디안 거리가 

가장 짧은 16번째 상임을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험에서 모바일 보안을 해 손 생체 정보를 사용할 때 

입력 상의 질이 시스템의 성능에 많은 향을 끼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입력 상의질이 좋을 경우에

는 개인 인증에서 실패율이 5% 미만 이지만 입력 상의 

심이 완 히 빗나가거나 상의 질이 안 좋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재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실험을 통해 손 생체정보 인증 시 입력 상의 질이 개

인 인증에 요한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험의 손 형상 데이터와 같이 배경 잡음이 없는 입력 상

의 경우에는 평균 인식률이 96.5%에 이르지만 손바닥 형

상의 경우에는 배경잡음이 많고 심이 빗나간 경우의 

상일 경우 인식률이 90.5%까지 떨어진다. 연령 에 

계없이  50명의 실험자로부터 얻은 무작 로 얻은 손 형

상 상과 손 바닥 상으로 구성한 250장의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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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균 인식률은 93.5%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모바일 보안을 해 개인 식별  인증에 

도움을 주기 해 스마트 폰의내장 카메라로 손 생체 정

보를 입력하여 이를 모바일 보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에서 의하면 모바일 폰의 확산과 인터넷을 

사용한 모바일 시장의 확 로, 재까지 모바일 보안에

서 사용하는 비 번호, 코드번호, 핀 번호등 지식 기반의  

개인 인증의 방법의 한계인 보안의 취약성과 비 번호 

등 지식기반의 많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여 개인 인증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시장의 75%의 사용자들이 비 번호, 핀 번호, 사

용자 코드문자 등 지식기반의 개인 인증 정보를 기억하

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바일 보안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손 생체 정보을 사

용한 개인 인증 방법에 해 연구하 다. 

모바일 보안을 한 손 생체 정보를 사용한 개인 인증 

방법은 은행이나 쇼핑 등 모바일 시장에서 보안의 안정

성을 높이기 해 비 번호 등의 지식기반의 보안을 

신하여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스마트 폰의 분실  도용 시 재까지의 스마트 폰의 개

인 인증방법인 패턴 비 번호를 신하여 사용하거나 함

께 사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는 재 시

하고 있는 스마트 폰인 iphone 4와 galaxy s2의 내장된 

카메라 이용하여 손 생체 정보을 은 상이다. 실험결

과에서 보여 주듯이, 실험을 한 데이터들은 연령 에 

상 없이 무작 로 얻은 손 생체 정보 특징을 가진 상

에서 개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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