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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에는 모든 사물,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IoT 제품을 쉽게 하면서 IoT 제품을 사용하

고 있다.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하여 원격으로 IoT 제품을 직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IoT

제품을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보안 인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제품에 무아

기술을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보안의 성능을 향상하고, 무아 상 방법인 그림자식 무아 , 사식 무아 를 이용한

사용자 얼굴 인증으로 IoT 제품의 안 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IoT 제품과 무아 기술이 용된 IoT 제품을

비교해 보면 무아 기술이 용된 IoT 제품이 보안 인 측면에서 안 하다.

주제어 : 사물인터넷, 무아 , 그림자식 무아 , 사식 무아 , 보안

Abstract In modern times, many IoT products are being used as all things and devices are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IoT products become easily accessible through the network.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oT products can be 

remotely operated automatically without manual operation.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underway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by using IoT products. However, since only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is 

pursued, in terms of security, there is a serious problem that exposes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has proposed a method to apply moiré technology to IoT product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ecurity, 

and a method to increase the safety of IoT products using user face authentication based on shadow moiré as a moiré 

phenomenon method, and the projection moiré. When comparing the existing IoT products and IoT products applied 

with moiré technology, IoT products applied with moiré technology are safer in terms of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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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생체를 이용한 보안 방법이 발 함에 따라 생체 보안

방법이 응용 가능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이

용되고 있다. 사물에 한 분실 문제가없고 패스워드 같

은기억을 해야하는보안방법에 한망각 문제도없다.

생체 보안 방법 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사용한 보안 방

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을 측정 상

으로 정하기 때문에 학 부분이 유용하게 쓰인다. 무

아 기술 방식은빠른 시간에 측정할 수있다. 아이폰과

국내에서 구 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투 조명, 센서

를 이용하여 사용자 얼굴의 3D 이미지를 만들고, 외선

카메라를 통해 이 이미지를 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무아 기술은 가상의 기 을만들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 도를 획득한다. 가상의 기 을 만들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 도를 획득하며, 획득한 상 도

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든 뒤 얼굴 보안 인증에 사

용한다. 3차원 얼굴 형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얼굴 보안

기술에 용하여 주변 환경 조건에 한 제약을 최소화

하고 얼굴 인증 방법에 한 특징 을 향상한다. 무아

(Moire) 기술은 공간 으로 반복 인 는 반복 인 구

조를 겹치거나 다른 하나에 투 시켜 추출할 수 있는 강

도 간섭으로 얻어지는 형태로 물체 형상측정법, 열팽창

측정기 제작, 지문 보안 방법, 얼굴 인식 방법 등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무아 상을 다른 보안 방법에 쓰일

수 있는 거에 해 생각할 수 있다[1]. 사물과 사물의 통

신을 하는 IoT의 진화는 사회의 새로운 발 과 삶

의 질 향상시키고 있다. IoT 기술 발 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통신하던 개념이목소리에서 정

보로, 그 정보가 사물에서 다시사람으로 통신을 하게 되

었다. 이처럼 사람끼리 통신하던 것을 넘어서 사물이라

는 개념으로 발 되었다[2]. 사회에서 소 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가능한 IoT 제품기술이 빠르게 성

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 IoT 기

술의 활용 범 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 하고 있

는 속도에 따라 IoT 기술의 데이터 무결성 체크, 시스템

의 보안, IoT 제품에 한 제어 기술이 요시되고 있다.

특히 Io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TV, 냉장고, 자동차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oT 기술은 편리한 환경

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감과 효율성을높이는 특징이

있지만, 제품 간의 통신 신뢰성, 보안에 한 안정성

제품 제어와 정보의 무결성 여부 검사와 사용자의 정보

해킹 사생활방해 등과 같은피해때문에제품에 한

보안이 요시되고 있다[3]. IoT 기기들이 안 한 보안

방법 없이 사용되어 사용자 보안이 공격에 취약하게 노

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아 상을 통한 사용자

의 안 성을 높이는 얼굴 인증 기법을 제안하 다.

2. 련연

2.1 무아레(Moire)

무아 (Moire) 기술은 공간에서 반복성을 가지고 있

는 반사 , 투과 을 같은 치에 놓았을 때 발생하는

물질 모습의 간섭무늬를 무아 무늬라고 한다[4]. 이런

무아 상은 비간섭성 원을 이용하는 강도 간섭 효

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아 무늬는 반복 인 무늬가

겹쳐 발생하는 상이다. 방충망 같은 촘촘한 무늬두 장

이 겹쳐있을 때보이는무늬의격자간격보다크기가크

고 변화가 여러 가지인 무늬를 볼 수 있다. 무아 무늬

는 맥놀이 상이 반복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물체 사

이에 나타나는 간섭무늬를 뜻한다. 이러한 반복 인 모

습의 무늬를 무아 무늬라고 한다[5]. 무아 무늬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특징 에서 몇 가지 특

징들을 알아볼 것이다. 무아에 기술의 특징들에서 주목

해야 하는 부분은 무아 무늬가 바뀌면 실제 물질의 움

직임이 상당히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과 무아 무늬의

제작방법에따라해당물질의 모습에 한 3차원정보를

가지고 있다[6]. 한 측정이어려운 물체의 이미지 측정,

이동 인 이미지 등에 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다.

Fig. 1은 무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Moire pattern

2.2 사식 무아레(Projection moire)

사식 무아 기술은 사 격자의 투 을 한 사

시스템과 투 된 나선 모양의 격자 모습 결상을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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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스템으로 나 어진다. 보통 원으로는 백색 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두격자와 원의 사이에서는 원

의 빛을 격자 면에 동등한 곳으로 모으기 해 집 즈

가 사용된다. 한 한 의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같

은 직선 격자와 서로 투 격자가 기 격자로 사용된다.

투 격자와 기 격자는 축에 해서 직선인 평면상

에 칭 으로 치한다[7].

2.3 그림 식 무아레(Shadow moire)

그림 자식 무아 기술은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바

로 앞에 기 격자를 설치하고 조명을 비추고, 일정한 각

도를 유지하고 사물을 찰함으로써 기 격자와 측정

물체 에 만들어진 기 격자의 그림자가 겹쳐진 이미

지를 얻게 된다. 이미지에는 두 개의 격자가 겹쳐 졌을

때 생기는 무아 무늬가 담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무아 무늬에는 측정 물체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는 격

자의 그림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아 무

늬를 해석함으로써 측정 물체의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아 무늬의 해석에는 부터 간섭무늬 추

(fringe contouring)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측정 분해

기능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에서는 상천이(phase

shifting), 퓨리에 변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 분해

기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획득한 이미지에서 측정 물체

의 모습과는 상 이 없는 기 격자의 이미지를 최소화

하기 해서 무아 무늬를 획득하는 시간 동안 기 격

자의 치를 이동시키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8]. 그

림 자식 무아 기술에서는 측정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 물체의 측정 역 체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세

한 기 격자가 필요하다는 단 때문에 그림 자식 무아

기술은 측정 물체가 작을 때 사용된다.

2.4 IoT(Internet of Things)

IoT는 어떤 분야에 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공, 산업,

기업으로 나 어진다. 산업에서 IoT는 산업 활용에 주

목 을 두고 발 을 하 다.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 정보

를 수집해주는 센서 노드, 연결된 다양한 센서들에서 모

은 정보들을 마스터 노드에 달해주는 싱크노드, 싱크

노드에게 받은 정보를 통합, 편집 가공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달해주는 마스터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에서는 IoT를 하나의 클라이언트 가상의 클라이언트

로 생각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주변 사물, 환경들과

연결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말하고 있다[9].

한국 방송통신 원회에서 IoT는 사물 지능통신과 유사

한 개념으로 사람과 제품, 제품과 제품간의 통신 서비스

를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편리하고 안 하게 실

시간으로사용 가능한 통신융합 ICT 인 라라고이야기

하고 있다. IoT 보안 취약 특징에는 물리 기기 괴

단말기 분실 험, 무선 신호의 교란 험, 자료의 유

출 험, 정보의 변조 험, 서비스 거부 공격 험 등이

있다[10]. 무아 기술을 사용한다면 정보의 변조 험,

단말기 분실 등 사용자 정보 보안에 안 할 것이다.

3. 무아레 술  용한 IoT 보안 법

IoT는 사물과 사람 모두 가릴 것 없이 부 네트워크

를 통해 연결된 사회이다. 만약에 네트워크를 통해 IoT

가 해킹당한다면 에 있던 해킹 사고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네트워크와 통

신하는 IoT 사회는 보안이라는 거 한 요 을 가지고

있다. IoT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안 문제 들은

의 통신환경에서 일어났던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IoT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 보

안이 두되고 있고 매우 요한 문제이다.

Fig. 2는 실험 장치의 모습을 나타낸것이다. 로젝터

를 사용해서 측정 상에 격자무늬를 생성하고, CCD 카

메라와 임 그래버를 사용하여 투 된 가상의 변형

격자를 얻기 한 학계의 모습을 나타낸다[11]. 클라이

언트가 자신의 이미지 정보를 미리 장해 둔 다음에 제

품을 사용할 시에 카메라를 통해 얼굴 보안 인식을 하면

된다.

Fig. 2. Experimental set-up

얼굴 보안 방식은 상 으로 장거리에서도 사용자의

도움 없이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환경 조건에 따

라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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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고자 기존의얼굴 보안 방

식 장 을 이용하면서 디지털 사식 방식을 통해 무아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 인 인증 방법이 사용될 수 있

도록 진행하 다[12].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 격자와 변

형 격자를 사시켜 카메라와 로젝터를이용해 각각의

변형 격자와 기 격자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획득한 이

미지 자료를 디지털화 상장비를 사용하여획득한 화상

의 상값을 구하기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각의

기 격자와 변형 격자의 상 도를 획득한다.

Fig. 3. Topology plot of a strain and a datum

Fig. 4는 사식 무아 기술을 구 하는 순서도를 나

타낸다. 먼 사기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하는 클라이

언트에게 격자를 투 시킨다. 클라이언트에 투 된 병형

격자의 이미지를 결성 즈를 사용하여 기 격자 에

결성을 시켜서 두 가지의 격자가 합쳐져서 생기게 되는

무아 무늬를 카메라로획득을 한다[13]. 그 게 한다면

사식 무아 방법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상을 획득하

게 된다. 획득한 클라이언트의 무아 무늬를 가지고 보

안에 사용하게 된다.

Fig. 4. Projection moire a flow chart

Fig. 5는 무아 측정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

격자의 상 도와 변형 격자의 상 도를 먼 구한다.

왜냐하면 기 격자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이다.

구한 기 격자의 상도와 변형 격자의 상도를이용

하여 무아 무늬 상 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측정시간

을 감소 화하기 해 측정하기 에 가상의 기 격자를

사용해 상 이동을 한다음 기 평면의 기 격자 상

도 값을 구한다. 클라이언트는 로젝터 앞쪽에 치하

여 가상의 격자를 통과시켜 변형 격자 상 도의 각각의

피치에 한 값을 구한다. 그다음 기 격자 상 도와

변형 격자 상 도를 사용하여 화상처리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두 가지의 피치에 해당하는 무아 무늬 상 도

값을 구한다. 격자 상 도와 변형 격자 상 도를 통해

얻은 무아 무늬 상 도를 사용하여 맥놀이 상을

용한 맥놀이 무아 무늬 상 도를 구한다. 구한맥놀이

무아 무늬 상 도와 A1 무아 무늬 상 도를 사용

하여 피치 값이 A1 무아 무늬 상 도의 차수 m의 값

을 구한다. 구해진 차수 m을 피치가 A1 무아 무늬에

활용하여 3D 높이 값 측정을 한다[14].

Fig. 5. Measurement flow chart

Fig. 6은 IoT 기기에 무아 기술을 목해서 사용자

의 모습을 측정한다. 그리고 IoT 기기의 주인인지 주인

이 아닌지 단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IoT 기기의 주인

이라면 IoT 기기의 사용이 허가되고 그 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인의 허락 없이 기기를 쓰는 것이라면 IoT의

주인에게 경고 문자가 가는 것이다.

1. 무아 를 이용하여 사용자 측정한다.

2.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와 비교를 한다.

3. 등록된 사용자라면 승인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사

용자에게는 승인하지 않는다.

4. 등록되지 않은사용자에게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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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ment flow chart

Table 1은 일반 IoT Device와 IoT device applied

with moiré의 비교 테이블이다. 비굑 항목은 Integrity,

Accessibility, Security methods, Confidentiality,

Availability 이다[15].

IoT Device IoT device applied with
moiré

Integrity Vulnerable Solidity

Accessibility Normal Normal

Security methods Password Using Moiré Technique

Confidentiality Normal Solidity

Availability Normal Normal

Table 1. IoT comparative table

4. 결론

생체인증 보안 기술과 IT 기술의 발달로 여러가지 생

체인증 보안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생체인증 보안 기술

에서도 신체 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의거부 반응

없이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는 얼굴 보안

방식이 인기를 받고 있다. 앞으로 생체인증 보안 기술에

서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인

증 보안 방식 효율 이고 안 한 방식을 살려 다양한

본인 인증 기법들이 제시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아

무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얼굴 보안 방식을 제안하

다. 주변환경 제약 조건에 따라 오탐률이 늘어나는 얼

굴인식의 단 을 해결하고자 디지털 사식 방식을 통한

무아 기술을 사용하여 오탐률을 인 인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을 제안하 다. 과학의 진화로

해킹이 가능해지는 시 가 오고 있는 실에서 무아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방법은 안 서을 높이는 부분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기 격자와 변형 격자의

상도 획득 방식에서 조 더 정확한 상도 획득을 한

정확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사식 무아

기술 용에 있어서 향상된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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