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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술과 암호화된 QR코드를 이용한 

안전한 신분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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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국내에서 국민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은 지문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도난

당할 시 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초례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별정보에 기밀성을 유지하

면서 비용측면의 만족해야하며,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문 DB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이 요구되고 

이다.이러한 시점에서 암호화된 QR코드와 지문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신분증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자신분증,지문정보,바이오메트릭스,QR코드

Abstract  The registration cards that are currently used to identify the people of Korea may cause secondary 

damage once stolen because they contain very specifically expressed fingerprint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ID is required that can utilize the state-owned fingerprint DB, while while maintaining 

confidentiality of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atisfying the cost as well. At this point accordingly, a 

secure form of ID, which uses the encrypted QR code and fingerprint information,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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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에서국민들을식별하기 해사용되는주민등록

증은 카드 외부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구체 으로 명

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1][2]. 표

으로신분증을불법으로 조하여타인의신분으로

장하고 악의 인 행 를 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범죄자

에게익명성을보장할뿐아니라변조 상이된무고한

사람에게피해가갈수있어빠른시일내에해결되어야

하는 시 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다양한 산업에서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수

행할 시 단순히 카드의 표면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기

으로 인증을 수행한다.이러한 개인정보는 공 망을 통

해 이동하는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형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통해 제 3자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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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유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에는 지문인식 기

술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분증 진

확인 솔루션이 개발되어 보 되고 있다[3].지문은 그

사람의 신체 특징을 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생체

인증 기술 가장 보편화 된 기술이다[4].이러한 지문

인식은 가치가 높은 정보나 장소에 한 근제어를 수

행할 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학민국 정부에서

신분증 제작 시 국민 개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

하고있어신뢰도있는신용평가기 에서 지문정보를

기 으로 신원을확인해주는서비스도개발되어보 되

고 있다.

한 지문정보는 ID/PW를 체하는 편리한 사용자

인증수단으로여겨지며차세 인증기술로각 받고있

다.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하드웨어

으로지문인식센서가내장되어지문인식에 한수요

가 차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신분증에 명시된 지문정보는 이진화 단계의

이미지로인증의목 에활용될수있을만큼정교한데

이터를 제공한다.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문의 특징

을인증수단으로활용하는인증시스템의인증키가유출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한 인증에 활용되는 생체정보는 인간의 고유한 특

징으로 한평생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생체정보가 마스터키로 활용될 경우

이는그사람의권한을제거하지않는이상평생마스터

권한을 타인과 공유하는 결과를 례할 수 있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와 같은 주민등록증의 지문인식의 단 을 IC칩에

내장된디지털서명기술로 체할경우마스터키를변경

할수있어부분 인문제를해결할수있지만비용의이

슈가발생하고 재국가가보유하고있는국민지문데

이터의 활용가치가 사라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라스틱 카드에 원본을 유추할 수

없는알고리즘을통해처리된지문정보를넣어지문인식

의 장 을 살리고 2차원 으로 출력이 가능한 암호화된

QR코드를 활용하여 국민을 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신분증 인증키 보관유형

신분증이란본인의신원을확인하는수단으로다양한

형태로 발 되어 왔다.신분증은 신원을 확인을 한 그

사람의 고유한 정보가 들어있으며 나라마다 신분증에서

보유하고있는방식이나보유하고있는데이터의종류가

다양하다. 재유럽에서 자신분증을도입하는나라가

늘어나고있으며[5]국내에서는2008년안행부에서 자

주민등록증도입추진방안을발표하여도입방향을제시

하 다[6].신분증의 데이터 보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

차평면 출력 형태와 e-ID형태가 있다.

2.1.1 이차평면 출력

이차평면출력형태는고 인신분증형태로카드에

출력된개인정보를이용하여신원확인을수행한다.카드

의규격은ISO/IEC7810방식을따르며출력되는데이터

는 ID카드의 목 에 따라 결정된다. 재 주민등록증의

경우 성명,사진,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 등이 표시

된다[1].

2.1.1 E-ID

E-ID는 자 인 형태로 신원확인 데이터를 장하

는 신분증을 말한다.E-ID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 은

스마트카드에 장된 데이터이며 이러한 데이터의 안

성을 해서는 강도 높은 암호기술을 요구된다[7]. 한

범국가 인 신분증을 만들시 비용 인 측면이 고려되고

작은 크기에 암호강도가 높은 HEIGHT나 ECC와 같은

경량암호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2.2 QR 코드

QR코드는1994년일본의덴소웨이 사에서개발된2

차원 정보 마킹기법이다.QR코드의 국제표 으로는

2000년6월채택된ISO/IEC18004이있다.이를시 으로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 다.QR코드

의 다양한 출력 형태는 <Table1>과 같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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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Code
type

Image Feature

QRCode
Model1
Model2

Model1

Model2

Model1isthetypemadeat
theinitialstageofQRcode,
andModel2ismadeby
improvingModel1sothat
acodecanberecognized
withoutproblemevenwhen
thecodeisdeformed.
Now QR codeModel2is
mostwidelyusedingeneral.

Micro
QRCode

Position symbolisaQR
codethatenablesprinting
possibleinasmallspace.

iQRCode

Itisa2-dimensionalcodeof
matrixtypethatenablesthe
formationofasquareora
rectangle.Itcantakemore
data than any otherQR
codes.

SQRC

ItistheQRcodethathas
thefunctionofrecognition
restriction.Itcanbeusedfor
themanagementofpersonal
information or in-house
information,butsecurityis
notassured.

LogoQ

LogoQ istheQRcodein
whichvisualityisenhanced
bytheinsertionoflettersor
picturesintoaQRcode.

<Table 1> QR Code type

QR코드는 용량의 정보를 2차 평면 형태의 출력물

로보 할뿐만아니라뛰어난복원력으로 세계다양

한응용분야에서효용성을인정받고있다.<Table2>는

다양한속성의QR코드가가진사양을나타내고있다[8].

<Table 2> QR code specifications

QRCode
size

21×21cell~177×177cell

Typeand
amountof
information

Number
Alphanumeric
8bitbyte
English

Maximumof7,089characters
Maximumof4,296characters
Maximumof2,953characters
Maximumof1,817characters

Error
recovery

LevelL
LevelM
LevelQ
LevelH

Approximately7%
Approximately15%
Approximately25%
Approximately30%

Cord
connection

Maximumof16split

2.3 Encrypted QR

암호화된QR은암호기술이 용된QR코드를말한다.

QR코드는SQRC(SecurityQRCode)를통해서개인정보

나 사내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나 보안의 강도가 약하여

사 공격에쉽게깨질수있다.그러므로 요한정보

자산을 QR코드에 넣을 시 암호기술이 용된 데이터를

QR코드에 넣는 암호화된 QR기술이 사용된다.이를 통

해 정보의 근제어와 디지털 서명 기술이 증가하므로

사람이나 사물에 한 인증이 가능하다[9].

2.4 지문인식 시스템 

지문인식을 생체인식 기술을 표하는 기술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

다.이러한 지문인식 기술은 한민국 주민등록증에도

활용되고 있다.주민등록증에 출력되는 지문 이미지는

[Fig.1]과같이다양한형태의변환과정을통해특징

을 추출하게 된다. 재 주민등록증에는 이진화가 수행

된 지문이미지가 출력되어 있다[10].

[Fig. 1] Process of fingerprint data conversion 

지문이미지는 와 같은 변환과정을 거치고 [Fig.2]

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

게된다[8].지문정보와같은Biometric기술은PKI에활

용될암호화키를생성할수있으며[11], 자서명기법도

연구된 바 있다[12].

[Fig. 2] Algorithms fingerprint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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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신분증

3.1 제안 신분증의 구성요소

3.1.1 QR 생성기

QR생성기는 상캡처장비를통해수집한이진화상

태의지문정보에서특징 을추출한다.이러한특징 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문의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도록 변경한다.이 게 처리된 데이터를 최종 으로

암호화 후 QR코드로 만든다.QR코드는 무료로 공개된

방식으로자유롭게QR생성알고리즘을사용할수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바코드에서 한 단계 발 한 차세

마킹 기법으로 각 받고 있다.제안 신분증에서의 핵

심 구성요소로 QR를 생성한 시 에서 카드에 출력되어

Somethingyouhave 인증성격을가지고사용자에의

해 리된다.

3.1.2 QR 리더기

QR리더기는2차평면출력형태의이미지를읽어디

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최근 스마트

폰 어 형태의 보 으로 구나 QR을 읽을 수 있어 마

용도로 활성화되어 있다.제안 신분증에서 카드에

명시된 QR을 읽어 암호문상태의QR을신뢰도 있는 공

공기간에 보내 인증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1.3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기 은 실제 키 리 서버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뢰도 있는 기 을 말한다.신용평가기

은 신원확인 신분증 인증요청을 받아 키 리 서버에 해

당 키를 요청받고 키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수행한다.

한요청받은키를QR리더기단말에 송하여결과를알

려 다.이러한 신용평가기 은 공공기 이나 신용평가

문기업이될수있다.이러한신용평가기 은제안신

분증 인증구조에서 QR과 키 리 서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3.1.4 키관리 서버

키 리서버는암호화된QR을생성할시 칭키암호

화함수에사용된키를 리하는서버로신용평가기 의

요청에 복호화 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신용

평가기 과키 리서버사이에연결된네트워크는폐쇄

망 형태로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키

리서버는제인인증구조에서신용평가기 에 한인증

을 PKI인증을 수행하여 CA가 인증한 기 에 해서만

복호화 키를 제공한다.

3.2 제안 신분증의 데이터 처리

제안신분증구조에서는2단계의데이터처리가요구

된다.첫번째단계는수집한지문의원본데이터를보호

하기 해 알고리즘을 통해 변형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지문정보에 한 인증을 해 디지털 서명을 수

행하는 것이다.

3.3 제안 기법의 프로세스

<Table 3> Matrix rules

Data

rules

FP Originalprints

FP-Key Fingerprintencryptionkey

QRC QRCodefingerprintform

C Securefingerprint

AR AuthenticationResult

Function

rules

h() One-wayfunction

E() Encryptionfunction

D() Decryptionfunction

GQR() QRCodegeneratingfunction

A() Authenticationfunction

제안신분증구조에서이루어지는 체 인 로세스

를 설명하기 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유형에 기호를 부

여하고<Table3>에정리하 다.[Fig.3]에서는인증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크게 5단계로 나 고 시 스 다이어

그램으로가시화하 다.[Fig.3]의구성요소는크게QR

Reader,CreditRating Agencies,KeyManagement

Server로 나 어 명세하 으며,데이터 들이 이동하는

네트워크에서 암호기술을 이용해 기 성을 보장한다는

가정 하에 명세하 다.

[Fig. 3] Proposed ID authent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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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QR을 이용한 신분증 생성

가공된 지문이미지의 특징 을 암호화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QR코드를 생성한 후 주민등록증에 출력한다.

지문의특징 을추출할경우지문원본을추출할수없

어야 한다.

3.3.2 신용평가기관에 인증 요청

인증을 요구하는 회사나 기 은 QR리더기를 통해

QR을리딩한후이정보를공공기 에보낸다.암호화된

QR코드를읽을수있는복호화키는키 리서버에서

리되고 서버에 한 근은 신뢰도 있는 공공기 을 통

에서수행한다.공공기 은복호화키를요구하는리더기

소유자에 한 리가 가능하다.

3.3.3 키관리 서버에 복호화키 요청

신뢰도있는공공기 은네트워크망을통해키 리서

버에복호화키를요청한다.이구간에서는보안의강화를

해 스카다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안 할 것이다.

3.3.4 신용평가기관에 복호화키 응답

공공기 은 키 리 서버에서 암호화된 QR을 복호화

할 수 있는 키를 부여받는다.그 후 부여받은 복호화 수

행 후 신원확인의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

3.3.5 복호화 수행 후 지문정보 인증수행

신용평가기 은키 리서버로부터받은복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지문정보를 복호화할 수 있다.그러

므로 인증을 실제 수행하는 부분은 신용평가기 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복호화된 지문정보를 보 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세부 사양이나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한다.

3.3.6 QR 리더기에 인증결과 응답

사 에 키 리 서버와 통신을 하며 수행한 신원확인

결과를 인증을 요청한 기 에 응답하여 알려주는 최종

단계이다.

3.4 QR코드 복제방지

QR코드는 단순한 이차평면 형태의 이미지로 카메라

나 스캐 로 복제가 용이한 단 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단 을해결하기 해선두가지방법을활용할수있다.

첫 번째로 QR코드에 장된 지문의 특징 과 재 QR

코드를제출한자의지문을실시간으로비교하는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확실한 복제방지를 이룰 수 있으나 사용

자에게 지문인식을 요청해야하는 불편함을 요구하므로

상 으로 요한신원확인목 으로활용한다.다음으

로 특정한 ID를 카드와 QR내부에 장하여 비교하는

것이다.이는 리더기에 일시 으로 장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사고를막을수있다.타인에게QR코드가넘어

가도 동일한 ID가 출력된 카드가 없으면 신원이 확인되

지않는다.그러나물리 으로카드를탈취하여ID를복

사할 경우는 방할 수 없다.그러므로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비교 가벼운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한 제안 신분증의 구조에서 인증을 해서는 항상

키 리 서버에 한 요청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청에

한 로그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만약 타인이 인증

요청을 수행한 흔 인 발견된 경우 키를 변경하고 신용

평가기 에서는인증을요청한기 을조사하여불법신

원확인을 조사하고 차단할 수 있다.

4. 성능분석

본고에서제안한신분증은지문인식이라는바이오메트

릭 기술과 암호화된 QR을 융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수있으며타신분증인증기법과의비교되는성능

은<Table4>에나타내었다.성능분석은미국의개인신원

검증 기 FIPS201-1표 을 기 으로 구성하 다.

4.1 국민 지문정보 소유방지

재 한민국은 주민등록증 발 시 개인의 양손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시 에서

지문정보는단순한신원확인용도로활용되고있지만미

래 다양한 정보와 장소에 하여 주요한 근제어 키로

이용될 경우 지문정보의 가치가 매우 상승할 것으로

측된다.그러므로 구체 인 지문정보를 장하는 것을

매우 험할수있다.이러한요구사항을제안신분증구

조가만족시키며정부가국민을철 하게 리하는빅

라더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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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중망을 통한 지문 데이터 유출방지

기존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경우 지문

정보에 한구체 인명시로기 성을유지하기힘들었

다.그러나 제안 신분증 구조로 제 3자에게 신분증 데이

터가 들어가도 지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지문정보처리알고리즘을기존알고리즘과다르게수행

하여 안 한 신분증을 재발 받는 것이 가능하다.

4.3 지문원본 데이터에 기밀성 보호

지문정보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증키로 활용할

경우한평생변하지않는단 으로인해원본을유추할수

없도록변형하여활용하고있다.제안신분증구조에서는

상캡처장비를통해얻은지문의원본을특정알고리즘

으로 변형하여 지문의 원본 상을 보호할 수 있다.

4.4 QR코드에 대한 무결성 검증

QR에 암호기술을넣어 디지털 서명을 구 하여개인

의신원을확인하는제안시스템은첫단계로Something

youhave 특징을활용하고있다.이러한특징은키가

제3자에게유출될경우 근권한도넘어가는단 이있

어 유출여부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요구된다.제안

신분증에서는 지문이라는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을 목

해 심도 있는 보안이 요구되는 시 에서 실시간으로 지

문인식을 수행하여 QR코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Table 4> Comparison with other means of 

recognition

ID

Authentication

Scheme

Whetherthe

keycanbe

modified

Easeofkey

management

Key

Security

E-ID Possible Bad Average

Fingerprint Impossible Good Average

Proposed

Study
Possible Good Goo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문정보를 일방향 함수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고 암호화 수행 후 복호화 키를 Key

ManagementServer를통해 리하는신분증식별데이

터 리 기법을 제안하 다.따라서 공 망에서 이동하

는지문정보의기 성을유지하며다양한개인정보유출

으로 부 소 한 신체정보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

을 것이며,제안 시스템을 통해 신뢰성과 편의성을 보장

하는 차세 신분증 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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