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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vel key exchange cryptographic method utilizing biometric finger print as a user’s private key is proposed. Each

unknown users’ finger print is encrypted by optical phase-shifting interferometry principle and is changed into two

ciphers, which are exchanged with the other party over a public communication network for secret key sharing. The

transmitted ciphers generate a complex hologram, which is used to calculate a shared secret key for each user.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high security when applied to a secret key sharing encryption system.

요 약

본논문은 사용자의개인키로써 생체지문을 사용하는새로운 개인키 교환 암호화방법을 제안한다. 각각의 사용자의 지문

은 광학적 위상천이 간섭 원리에 의해 암호화되어 두 개의 암호문으로 변환되고, 이것은 비밀키 공유를 위해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사용자와 교환된다. 전송된 암호문은 복소 홀로그램을 생성하고, 이는 각각의 사용자에게 공유비밀키를 계산

하는데 사용된다. 제안한 방법은 비밀키 공유 암호화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매우 높은 보안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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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되고 있다.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는 암호키(key)가 필요한데, 공용키(public key)를

사용하는 비대칭형 암호화시스템과 달리 대칭형

암호화시스템은 정보의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하나의 단일키(single key)를 사용한다. 그러나 DES

(Data Encryption Standard)와 같이 대칭형 개인키

(private key)만을 사용하는 암호화시스템은 대칭

형 키가 단일키이기 때문에 정보가 해독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용키와 개인

키를 사용하는 이중키(two key) 암호화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공용키로 정보를 암호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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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Phase-shifting interferometry.

그림 1. 광학 위상천이 간섭계

개인키로 정보를 복호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

인키를 상대방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통신망에서 전송자와 수신자가 둘만이

아는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두 사

용자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오직 두 사

용자만이 아는 비밀키(secret key)를 공유해야 한

다. 키 교환(key exchange)은 두 상대방 사이에 개

인키를 교환하여 두 사용자만의 공유비밀키(shared

secret key)를 생성하는 방법이다[1]-[2]. 최초의 이

방법은 1976년에 Diffie-Hellman 키 교환 알고리즘

에 의해 제안되었다[3]. 그러나 이 방법도 공유비밀

키가 대칭형 암호화시스템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

킹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디지털방

식을 이용한 암호화 기술은 최근 컴퓨터 장비들의

향상으로 인해 정보보안이 점점 암호해석 공격으

로부터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미래에서는 정

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높은 보안강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암호화시스템이 요구되어 왔는데 1990년대

초부터 다양한 방식의 광학적 기술을 적용한 암호

화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간

섭을 기반으로 하는 광 영상 암호화 방법[4]이 제

안되었고, 최근에 우리를 포함하여 광학적 기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키 교환 방법들을 제안하여 왔다

[5]-[7]. 본 논문에서는 광학적 위상천이 간섭 원리

를 이용하여 생체 지문 정보를 개인키로 하는 암호

강도가 높은 새로운 키 교환 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론

1. 광학 간섭계 원리에 기반한 키 교환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키 교환 방법은 그림 1이

보여주는 마흐-젠더(Mach-Zehnder) 간섭계 구조

에서 2-단계 위상천이 간섭 원리를 적용한다. 먼저

사용자 A가 자신의 개인키(ka)를 암호화하여 사용

자 B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레이저 빛이 평면파로 확장된 후 편광 방향

이 수직과 수평선에 대해 45도 각도로 배열된 편광

판(P1)을 지난 다음, 빔 분배기(BS1)를 통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물체파와 참조파로 나뉜다. 아래로

진행하는 물체파는 진폭형 공간 광 변조기(SLM1)

와 무작위 위상 마스크(RPM)를 통과하고 오른쪽

으로 진행하는 참조파는 위상형 공간 광 변조기

(SLM2)와 4분의1 파장판(λ/4 plate)을 통과한다.

여기서 진폭형 SLM1은 암호화하는 개인키를 표현

하는데 사용자 A의 생체 지문 입력 함수 ka(x, y)를

표시한다. 한편 무작위 위상 마스크 함수 p(x, y)

=exp[jθ(x, y)]는 SLM1에 붙어서 간섭계 출력면에

푸리에 변환 함수의 넓은 주파수 확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위상형 SLM2는 공통키(common

key) 함수 kc(x, y)= exp[jπk(x, y)]가 표시된다. 따

라서 물체파와 참조파의 출력면에서의 푸리에 변

환 함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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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λ는 레이저 파장, f는 푸리에 변환 렌즈의

초점거리, θ(x, y)는 [0, 2π] 사이에서 무작위로 발

생한 값, k(x, y)는 0 또는 1의 값을 무작위로 가지

는 2차원 배열 함수를 나타낸다. 출력면에서 두 파

동의 간섭에 의한 세기 분포함수는 위상천이(phase

shift) δ에 따라

        (3)

로 주어지며, 물체파와 참조파의 복소 진폭 분포함

수를 각각 ua(x1, y1)=|Ka(x1, y1)|exp[jφa(x1, y1)]와

ur(x1, y1;δ)=|Kr(x1, y1)|exp[j{φr(x1, y1)+δ}]이라 하

면 (3)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cos     

(4)

그림 1과 같이 편광판 P1과 참조파 경로에서의 4

분의1 파장판이 위치하면 선형 편광의 수직 편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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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arization)와 수평 편파(s-polarization)에서 δ

=π/2의 위상천이가 발생한다. 이를 2-단계 위상천

이 간섭이라고 하고, 두 개의 세기 분포함수는

    

    (5)

    

    (6)

와 같이 얻어지며, 이는 두 개의 백색 잡음과 같은

암호문으로써 사용자 B에 전달된다. 사용자 B는 전

달받은 암호문으로부터 복소 홀로그램 함수 Ha(x1,

y1) =Aa(x1, y1)exp[jΔφa(x1, y1)]의 진폭 Aa(x1, y1)와

위상 Δφa(x1, y1)을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7)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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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용자 B의 개인키(kb)의 복소 진폭 분포함

수를 ub(x1, y1)=|Kb(x1, y1)|exp[jφb(x1, y1)]라 하고

복소 홀로그램 함수 Ha(x1, y1)에 이를 곱한 복소

진폭 분포함수를 uba(x1, y1)=Ha(x1, y1)ub(x1, y1)라

하면

      
× exp    
× exp   

     
× exp      

(9)

가 얻어진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B는 복소 진폭 분

포함수 (9)식에 대하여 위상 성분을 취하고 여기에

적정한 문턱값(threshold)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유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다.

     
        

(10)

마찬가지로, 사용자 B가 똑같은 2-단계 위상천이

간섭 원리를 기반으로 자신의 개인키(kb)를 암호화

하여 전송하면, 사용자 A는 전송된 암호문을 이용

하여 복소 홀로그램 함수 Hb(x1, y1)=Ab(x1, y1)

exp[jΔφb (x1, y1)]를 계산한다. 그 다음 자신의 개

인키(ka)에 대한 복소 진폭 분포함수 ua(x1, y1)=

|Ka(x1, y1)|exp[jφa (x1, y1)]를 Hb(x1, y1)에 곱하여

복소 진폭 분포함수 uab(x1, y1)=Hb(x1, y1)ua(x1, y1)

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문턱값을 적용하여

공유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다

      
× exp    
×  exp   

    
× exp       

(11)

     
        

(12)

(10)식과 (12)식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암호화된 개인키 교환을 통하여 두 사

용자만의 같은 비밀키를 공유한다. 그림 2는 제안

한 개인키 교환 기법에 대한 블록도를 보여준다.

Fig. 2. Block diagram of private key exchange.

그림 2. 개인키 교환 블록도

2. 생체 지문 개인키를 이용한 공유비밀키 생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개인키로써 생체 지

문을 이용한 암호화 개인키 교환 방법을 수행하여

그 성능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256×256 화소의 2-차원 배열의 크기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암호화 키의 길이가 256×256 bits라는 의미

이며, 올바른 암호화 키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2256×256

번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 개인키 교환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림 3(a)는 개인키 암호화에 사용되

는 두 사용자가 서로 알고 있는 공통키(kc)로써 무

작위로 생성된 이진(binary) 데이터이고, 그림 3(b)

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개인키로써 각자의 이

진 생체 지문 영상(ka와 kb)이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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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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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ase map of (a) Ha, (b) ub, (c) uba, (d) Hb, (e) ua,

(f) uab; (g) user A’s secret key sba, (h) user B’s

secret key sab.

그림4. 위상 지도 (a) Ha, (b) ub, (c) ubaa, (d) Hb, (e) ua,

(f) uab; (g) 사용자 A의 비밀키 sba, (h) 사용자

B의 비밀키 sab

(a) (b) (c)

Fig. 3. (a) common key kc, (b) user A’s private key ka,

(c) user B’s private key kb.

그림 3. (a) 공통키 kc, (b) 사용자 A의 개인키 ka,

(c) 사용자 B의 개인키 kb

그림 4는 키 교환 과정에서 계산되어지는 복소

진폭 함수와 최종적인 공유비밀키의 이진 데이터

를 보여준다. 그림 4(a)와 4(b)는 각각 복소 홀로그

램 함수 Ha(x1, y1)와 사용자 B의 개인키(kb)의 복

소 진폭 분포함수 ub(x1, y1)의 위상 지도를 보여주

고, 그림 4(c)는 복소 진폭 분포함수 uba(x1, y1)=Ha

(x1, y1)ub(x1, y1)의 위상 지도를 보여준다. 마찬가지

로, 반대의 개인키 교환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수행한 후 얻어진 그림 4(d)와 4(e)는 각각 복소 홀

로그램 함수 Hb(x1, y1)와 사용자 A의 개인키(ka)의

복소 진폭 분포함수 ua(x1, y1)의 위상 지도를 보여

주고, 그림 4(f))는 복소 진폭 분포함수 uab(x1, y1)

=Hb(x1, y1)ua(x1, y1)의 위상 지도를 보여준다. 결과

적으로 그림 4(c)와 4(f)에서 알 수 있듯이 위상 지

도 uba(x1, y1)와 uab(x1, y1)는 같은 위상 정보를 가

지며, 이들을 적정한 문턱값(여기서는 0을 사용)으

로 0 또는 1로 이진화하면 두 결과 데이터는 sba(x1,

y1)=sab(x1, y1)가 된다. 그림 4(g)와 4(h)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같은 공유비밀키 보여준다. 따라

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이것을 두 사용자만의

공유비밀키로써 사용하여 둘만의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할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본 논문은 사용자의 개인키로써 생체 지문을 이

용하고 광학 간섭계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유비밀키의 생성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각의 개인키 지문은 암호화를 통해 백색 잡음과 같

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또한 2-차원 배열의 암호키

를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 시스템에 매우 높은 보

안 강도를 제공한다. 또한 공유된 비밀키를 사용하

여 두 사용자는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

게 정보를 암호화하고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제

안한 방법은 생체 지문을 적용하여 비밀키 공유 시

스템의 성능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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