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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 자입찰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은 패스워드 기반의 PK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패스워드 기반 PKI 

기술의 경우 개인키를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노출

에 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한 자입찰시스템에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 인 사용이 증

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바이오 인식을 이용한 PKI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인증을 해 사용자가 입력한 바이오 정보를 템 릿으로 변환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 

기술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지문보안토큰에 사용자 지문 정보와 인증서를 장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자입찰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인증 강화뿐만 아니라 자입찰시스템에서 타인의 인

증서를 이용한 리인 입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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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the password-based PKI technology, because it protects by using the password 

which is easy that user memorizes the private key, he has the problem about the password 

exposure. In addition, in the system of electronic bidding, the illegal use using the authentic 

certificate of the others increases. Recent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earch about 

the PKI technology using the biometrics is actively progressed. If the bio information which the 

user inputs for the bio authentication is converted to the template, the digest access 

authentication in which the security is strengthened than the existing authentication technology 

can be built. Therefore, in this paper, we had designed and developed the system of electronic 

bidding which it uses the most widely used fingerprint information in the biometrics, it stores 

the user fingerprint information and certificate in the fingerprint security token and can 

authenticate the user. In case of using the system of electronic bidding of the public key 

infrastructure using the fingerprint information proposed in this paper the agent bid problem that 

it uses the certificate of the others in not only user authentication intensification but also system 

of electronic bidding can be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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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는 정보기술(IT)과 생체기술(BT)을 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 각 을 받는 시 이다. 그 동안 우

리나라는 공인인증서의 발달로 자상거래시 보안 수

은 매우 높은 수 이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편리

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여해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불법 인 행 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자상거래의 편

리함과 보안의 우수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입찰의 경우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비

면 자입찰 방식이 리입찰  입찰담합 등이 용이하

여 부당행 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 ('09.9)하고 자

입찰의 신뢰성 제고를 해 원천 인 차단의 필요성의 

제기하 다. 행 신원확인서비스는 ID/PW, 카드인증, 

PIN번호 등을 이용해 부인 방지를 하고 있으나, 이보다 

확실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서비스가 주요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정보  가장 인식 오류율이 은 지문 정보와 인증서

를 지문보안토큰에 등록한 후 자 입찰시 사용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자입찰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II. 지문인식 기술

지문이란 인간의 손바닥에 존재하는 땀구멍이 융기

한 선으로 형성된 문형을 말하는 것으로 융기되어 나타

나는 선을 융선(ridges), 두 융선 사이에 패인 곳을 골

(valleys)이라고 한다. 즉 지문은 손가락 끝에 나타나는 

융선과 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란 이

러한 융선의 흐름을 분석하여 같은 흐름을 보이는 지문

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지문인식 기술에서 이진화는 지문 상에 따른 상

의 배경분리 후 지문 역만을 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노후화, 제작시 오차,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사용, 네트워크상의 지문 상 입력 기간의 차이, 부분 

역간의 밝기 차이 부분 역간의 밝기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하여 이진화 수행과정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임계치(Threshold value) 설정

을 지문의 상 역 밝기 등에 응하여 스스로 변하도

록 할 수 있게 Slit Sum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2].

1. 지문인식 알고리즘
특징 (Minuitae)을 이용한 지문인식 알고리즘은 지

문인식 센서로 획득한 지문 이미지에서 특징 을 추출

하는 추출과정(Feature extraction)과 정의된 특징 으

로 두 지문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정하는 정합과정

(Minutiae matching)으로 이루어진다. 특징 (Minutiae)

란 단 (융선의 흐름이 끊기는 지 )과 분기 (하나의 

융선이 두 개로 갈라지는 )이라고 부르는 융선의 흐

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에서는 이

러한 지문인식 알고리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지문인식 알고리즘

1.1 특징점 추출과정(Feature extracting)
특징 (minutiae) 추출과정에서는 지문 정합 단계에

서 사용할 특징 (minutiae) 데이터 일을 구성하는 

단계로 처리, 특징  추출, 후처리 단계로 이루어진

다. 처리 단계에서는 이지지 개선, 이진화, 세선화 단

계를 처리한다. 처리 단계가 끝나면 특징 을 찾는 

단계가 수행된다. 후처리 단계에서는 의사 특징 (false 

minutiae)의 원인이 되는 융선 부분을 수정하여 의사 

특징 을 제거하고 락된 특징 을 추가하여 최종

인 특징 을 추출하게 된다.

1.2 정합 과정(Minutiae matching)
지문 정합 과정은 추출과정에서의 결과로 얻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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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일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정합은 

추출 알고리즘과 한 계를 가지게 되는데, 서로 

상호 보완 인 역할을 한다. 정합 과정은 Alignment, 

Matching, Scoring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 지문인식 데이터 포맷
서로 다른 지문 입력기로부터 획득한 지문 상을 이

용하여 개인 인증을 한 매칭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

서는 먼  데이터표  규약을 따르는 템 릿을 생성하

고 템 릿으로부터 정보를 읽을 때는 표  규약에 맞도

록 해당 정보를 분석해야한다. 지문과 련한 표  데

이터 타입으로는 지문의 상(Image), 특징 (Minutiae), 

주 수(Spectral), 골격(Skeletal)에 한 데이터 타입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타입으로 ISO/IEC 

19794-3에서 정의하고 있는 Spectral Data Format를 

사용한다.

그림 2. Spectral Data Sample

Spectral Data Format은 입력기로부터 획득한 지문 

상 데이터의 주 수 성분(Spectral Component)을 추

출하여 표  데이터 포맷으로 정형화 하 다. Spectral 

Data Format 생성을 해서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Reduction in Resolution 과정이

다. 이 과정은 지문 상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Down 

Sampled 상을 잘라낸다. 두 번째로 Cellular 

Partitioning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에서 얻어진 

Pattern에 하여 일정한 크기를 갖는 셀로 분할한다. 

이때 [그림 2]의 (a)와 같이 셀의 크기와 Pattern의 크기

가 정수배로 나 어떨어지지 않을 때 오 셋을 둘 수 

있다. 세 번째 과정은 Spectral Component Selection 과

정이다. 즉, 각 셀마다의 Spectral Component를 찾아내

는 과정이라 하겠다. Spectral Information을 얻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다. 를 들어 Fourier Transform, 

Gabor Filter 등과 [그림 2]의 (b)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

리 정의된 Spectral Triplets로부터 구할 수도 있다[3].

3. 지문인식 센서
지문인식 센서 기술에는 몇 가지 감식 기술이 있다. 

표 인 지문인식 센서 기술로는 반도체 방식, 학 

방식, 혼합 방식이 있다[4].

3.1 반도체 방식(chip sensor)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실리콘 칩 표면에 직

으로 손끝을  시키면 칩 표면에 된 지문의 특

수한 모양을 기  신호로 읽어 들이는 것으로써 칩 

표면에 설치된 캐패시티의 하량의 변화를 읽어서 지

문 정보를 얻는 방법과 음   기장을 사용하여 

얻은 지문 이미지를 기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을 획

득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음   기장을 사용하

는 방법은 지문을 인식하기 해서 사람의 손이 직

으로 실리콘 칩에 하게 됨으로써 정 기 방 과 칩

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단 이 있다. 따라서 CMOS

를 이용한 방법 즉, 반도체 기 에 설치된 캐패시티

의 하량의 변화에 따른 지문 센싱 방법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2 광학 방식(optical sensor)
학기를 이용한 방식은 가장 보편 으로 리 사용

되고 있는 방식으로 원에서 발생된 입력 을 리즘

에 쏘아 리즘에 놓여 있는 손끝의 지문 형태를 반사

하고 이 반사된 지문 이미지를 고굴  즈를 통과하여 

CCD(Charged Couple Device)에 입력된다. 이 입력된 

지문 이미지는 특수한 알고리즘에 의해 디지털화시켜 

지문 이미지를 정 하게 CCD에 맺히게 하는 원리를 이

용한 학 방식은 알고리즘 제조사마다 상이하지만 기

본 인 구조는 단순하여 가장 안정 이다. 학 방식의 

감식기는 외선 센서, 인체 항 센서 등을 이용하여 

실제 사람의 손이 입력부에 닫았는지 확인하며, 정 기

를 방지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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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혼합 방식(hybrid sensor)
손가락 표면을 감싸 안고 있는 피부 아래 조직 층에

서 얻어낸 지문 정보를 배열하는 방법인 e- 역 근법

은 손가락 표면의 상처나 변형에 향을 받지 않는다. 

혼합 방식은 e- 역, 기 용량, 그리고 손가락 치기 등

의 요소로 구성되어 손상되거나 날조될 수 있는 지문 

감식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III.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 전자입찰 
시스템 설계

1. 사용자 지문 등록/인증 시스템 설계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문을 등록  인

증하는 방법은 사용자 지문의 특징 을 추출하여 데이

터베이스 등록(Enrollment)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 지문과 인증을 원하는 사용자의 지문을 비교하여 지

문의 특징 이 일치하게 되면 사용자를 인증

(Authentication)하게 된다. [그림 3]은 이러한 지문보안

토큰을 이용한 사용자 지문인증 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지문 인증 절차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문보안토큰에 사용할 지문

인식 센서는 Authentec AES2510 Swipe Fingerprint 

Sensor를 사용하고 지문인식 알고리즘으로 Spectral 

Algorithm(ISO 19794-3)을 사용하여 지문인식 정 도

를 높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지문인식 알고리즘의 

정 도는 FAR(False Acceptance Rate) < 0.001%,   

FRR(False Reject Rate) < 1% 이다.

2. 지문 보안토큰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
자입찰시스템에서 지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사용자, 

등록기 , 인증기 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이 

사용자 지문정보등록 과정과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장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 지문 및 인증서 저장 절차

사용자 지문정보등록 과정에서 사용자는 지문 정보

와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를 장할 수 있는 지문보안토

큰을 가지고 지문 등록기 에 직  방문한다. 지문 등

록기 에서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지문  개

인정보(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지문 등

록기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의 지문보안토큰에 장

한다.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장 과정에서는 지문  

개인 정보를 성공 으로 장하게 되면 공인인증기

에 속하여 해당 사용자의 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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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기능
DataEncrypt() - 입력된 메시지를 암호화 하는 기능
DataDecrypt() - 입력된 메시지를 복호화 하는 기능
bioOpenin() - 지문 보안토큰 통신채널 연결 확인 기능
bioCloseOut() - 지문 보안토큰 통신채널 연결해제 확인 기능
bioLoginSC() - 지문 보안토큰의 PIN번호 로그인 확인 기능
bioLogoutSC() - 지문 보안토큰의 PIN번호 로그아웃 확인 기능
bioGetTokenInfo() - 지문 보안토큰인증 기능
bioGetCertificate() - 지문 보안토큰인증 후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반

환되는지 확인 기능
bioGetRandom() - Random 함수 기능
bioGetSign() - 지문 보안토큰인증 후 사용자 전자서명값 생성 

기능
bioRSAPriDec() - 지문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의 인증서로 RSA 

암복호화 기능

표 1. 지문보안토큰 보안 API

bioGetIDN() - 지문등록시 주입된 식별번호 인증 기능
bioGetCSN() - 제조사에서 제품 생산시 주입한 일련번호가 정

상적으로 반환되는지 확인 기능
bioGenDevAuth() - 제공된 장치 인증값 검증로직에 따라 장치 인

증값이 검증되는지 확인 기능
bioGetManufacture - 제조사에서 제품생산시 주입된 제조사 정보가 

반환확인 기능
bioLoginBioAuth() - 등록된 지문정보와 사용자의 지문정보가 확인 

기능

그림 5.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절차

자입찰시스템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지문보안토

큰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게 된다. 사용자 지문은 

지문보안토큰에 장된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게 

되고 지문보안토큰의 지문과 사용자 지문이 일치하게 

되면 해당 지문 정보를 지문등록기 에 장된 지문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 이러한 사용자 지문 인증 차

가 성공 으로 인증이 되면 공개키 기반의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여 자입찰시스템에 근할 수 있다.

3. 지문보안토큰 보안 API 설계
지문보안토큰의 지문과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해서는 기존 PKI 시스템과 지문 인식 시스

템의 연동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지문 

인식  인증서 처리를 한 API를 설계하 다. [표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입찰시스템에 사용되는 주

요 보안 API 목록과 그 기능을 나타낸다.

bioLoginBioAuth() 함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지문이 

등록된 지문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로 지

문 인식을 수행한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이다. 

해당 함수를 설계하고 그 기능을 확인하기 하여  [표 

2]와 같이 사용자를 등록하 다. 

사용자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1

111-11-11119
123456-1234563

사용자 2 121212-1212129
사용자 3 012345-6789012

표 2. 사용자 등록 정보

bioLoginBioAuth()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 지문을 

인증한 후 사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식별하는 bioGetIDN() 

함수와 해당 사용자의 인증서를 반환하는 

bioGetCertificate()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그림 6]과 

같이 등록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bioGetCertificate() 함수는 지문

을 인증한 사용자의 개인인증서와 법인인증서를 확인

할 수 있는 함수로 해당 사용자의 개인인증서와 법인인

증서 확인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6. 사용자1의 지문인증 후 bioGetIDN(), 
       bioGetCertificate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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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ioGetCertificate() 함수 수행 결과

IV.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 전자입찰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

반 자입찰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먼  지문 등록기

을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지문 정보와 개인 정보를 등

록해야만 한다. 지문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장할 지문

보안토큰은 Windows XP/VISTA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 하 고 지문보안토큰은 USB 형태로 PC에 

설치되어 동작하게 된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자입찰시스템의 소 트웨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전자입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1. 사용자 지문 등록/인증 시스템 구현
사용자의 지문 등록을 해서 지문 등록기 에서는 

사용자 정보인 사업자번호(“111-11-11119”), 주민번호

(“123456-1234563”)를 등록하고 사용자 지문을 등록한

다. [그림 9]은 개인 정보  지문 등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사용자 정보 및 지문 정보 등록

[그림 10]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지문 등록 정보는 

지문 등록기  서버에 안 하게 송되고 지문보안토

큰의 장치 인증값이 정상 으로 검증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지문 등록기 에 송된 정보는 [그림 11]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리된다.

그림 10. 사용자 정보, 지문, 지문보안토큰 검증

그림 11. 사용자 정보 및 지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저장

2.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인증서 관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입찰시스템에서는 지문보안

토큰에 지문 정보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같이 장된다. 

그 기 때문에 지문 등록기 에 지문을 등록한 사용자

는 공인인증기 의 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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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그림 12]은 지문보안토큰에 인증서를 장하

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는 장하고자하는 인

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를 장할 매체로 지문보안토

큰을 선택한다. 인증서 장은 사용자 지문 인증  보

안토큰 PIN 인증이 성공 으로 완료되면 인증서가 지

문보안토큰에 장된다.

그림 12. 지문 보안토큰을 이용한 인증서 저장

만약 지문 등록기 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와 일치하

지 않으면 [그림 13]와 같이 지문보안토큰에 인증서 

장은 실패하게 된다.

그림 13.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인증서 저장 실패

3.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및 전자입찰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사용자가 자입찰에 참여하

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사용자는 지문 보안

토큰을 이용하여 지문인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

다. [그림 14]은 이러한 지문 보안토큰을 이용한 자입

찰 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지문정보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 전자입찰시스템

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생체정보인 지문을 지문보안토큰에 

장하여 사용자 인증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증서를 통

한 도용사례를 원천 으로 쇄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에 한 보완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 할 

수 있었다. 특히 별도로 지문 정보를 보 할 정책  부

담을 이고, 신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최 의 알고

리즘을 사용함에 따라 생체인식 기술 도입을 극 으

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자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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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지문 인증을 용할 때 요한 것은 얼마나 

지문오류율이 은 것이냐가 건이다. 지문을 인식하

고, 사용자 확인을 하는 등의 소요되는 시간과 정확도

가 매우 요하다는 의미이다. 한 지문 인식을 이용

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상용화를 해 가장 요한 결

과는 타인 인식률인데 자입찰시스템 용이후 자료 

추 을 통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

후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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