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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식 술  개  고 한 특  신체  또  행동  특징  용해 사용  하  술 다.

현재 , 보안, 리, 료복지, 공공, 검역, 엔 트 등 하게 그 필   효용  비스 

가 확 고  다. 지문, 얼 과 같  생체 보  용한 식  , 변  협에 어 사회

 문 가 었다. 근 신체  생체 보가 아닌 신체 내  생체신호  용한 연 가 진행 고 다. 에 

라 본 문에  생체신호  심 도, 심 , 뇌 도, 근 도  용한 식 시스  근 연   술들

 하고  향  해 필 한 술들  시하고  한다. 향후에  개개  복합  상태에  생체신호 

 빅  리하  스 , 빅  하  러닝  용하여 실시간 환경에 합한 

식 시스  술들  연  것  상 다.

주 어 : 식, 생체신호, 심 도, 심 , 뇌 도, 근 도, 빅 , 러닝

Abstract  Biometric technology is a technology for authenticating a user using the physical or behavioral 

features o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With the necessity and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in 

the fields of finance, security, access control, medical welfare, inspection, and entertainment, the service range 

has been expanding. Biometrics using 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and faces have been exposed 

to counterfeit and disguised threats and become a social problem. Recent studies using a bio-signal from the 

inside of the body other than the bio-information of the external body are being developed.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research and technology of biometric systems using bio-signals, ECG, heart sounds, EEG, 

and EMG to present the skills needed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future, utilizing the deep learning 

to build and analyze database to manage bio-signal based big data for the complex condition of individuals, 

biometrics technologies suitable for real time environment are expected to be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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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미래 기

술 하나인 바이오인식 기술은 세계 으로 자

융(온라인뱅킹, ATM 인출)[1] · 정보통신(휴 폰인

증, PC·인터넷 로그인)[2] · 의료(원격의료, 의료진·환자

신원확인)[3] · 사회복지(미아찾기, 복지기 리)[4] ·

행정(무인민원발 , 자조달)[5] · 출입 통제(도어락, 출

입·근태 리)[6] · 출입국심사( 자여권, 승무원·승객 신

원확인)[7] · 엔터테이먼트 [8]등의 분야에서사용되고 있

다. 바이오인식 기술은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 신호를

이용하여 실시간 분석으로 등록, 장하여 제시한 생체

정보 신호와 비교, 단하는 기술이다[9,10]. 바이오인

식에 사용되는 정보는 생체정보와 생체신호로 나 수

있다. 신체외부 표면에서 취득할수 있는 생체정보는

개개인의 평생불변의 신체 특징과 행동학 특징으로

얻을 수 있다. 신체 특징으로 얻을수 있는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정맥 등이며 행동학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생체정보는 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이 있

다.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생체신호는 표 으로 행동

학 (신체 기능 ) 특징으로 심 도, 심장음, 뇌 도, 근

도이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식은 조지문 제작, 변장

된 얼굴 제작, 조 홍채 제작 등 조, 변장 에 늘

노출되어 왔다. 이는 국내에서 3D 린터로 실리콘 조

지문을 제작하여 융 변조사고, 일본 국제공항에서의

조지문에 의한 자여권 변조사고, 독일 해커단체가

러시아 통령 사진으로 홍채 복제에 의한 해킹사고 등

이 바이오인식에 한 부정 인 측면과 함께 사회 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

국은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한 연

구개발 이다. 생체신호는 신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생체정보인 지문, 홍채, 얼굴과 달리 신체 내부에 존재하

는 심 도뿐만 아니라 심장음, 뇌 도, 근 도 등으로 바

이오인식 시 사용 거부감 불편함이 없는 비 면 인증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바이오인식 기술은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심 도(electrocardiogram, ECG)를 이

용한 바이오인식은 개인인증, 식별 질병식별이 있으

며[11,12,13], 심장음(heart sound)을 이용한 바이오인식

은 개인인증 식별[14,15], 뇌 도(electroencephalogram,

EEG)를 이용한 바이오인식은개인인증, 상황식별[16,17],

근 도(electromyogram, EMG)를 이용한 바이오인식은

개인 상황식별이 있다[18,19].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련된 세부 인

기술을 분석하고 향후 발 방향에 한 내용을 다룬다.

2장은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해서 설명

하고 3장은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기술에 발 방향

을 논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생체신호  식 시스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 구조는 [Fig. 1]과 같다. 1

단계는 생체신호 데이터를 취득하여 등록과 인식 데이터

로 나 는과정, 2단계는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처리 과

정, 정규화 과정으로 신호를 분석하는 과정, 3단계는 생

체신호에 합한 특징추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

하여 실시간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4단계는 최종 분류

기인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인증, 식별 상황식별하는

과정이다.

[Fig. 1] Biometrics system structure

바이오인식에서 가장 먼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은

생체신호를 취득하는 것이다. 생체신호는 공식 인 데이

터베이스인 physionet에서 얻거나 각종 의료장비를 통해

서 직 취득한다[20]. 데이터베이스인 physionet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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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장음, 뇌 도, 근 도 등을 비롯해서 일반 인 상

황, 일반 이지 않는 상황에 해 각 종류에 따른 생체신

호로 구성되어 있다. 직 데이터를 취득하는 장비는 의

료장비로 각 상황에 맞게 이용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 직 측정된 생체신호는

장비에 의해 측정되어 잡음이 섞여있기때문에 신호처리

를 해야 한다. 측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원 라인에서

60Hz 역의 변조 와 역 백색 잡음( 력선 잡음),

주변장치의 향이나 측정자의 움직임에 의한 근잡음,

측정자의 호흡에의한 기 선 변동 잡음 등이있다. 이러

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해 처리과정과 정규화과정이

필요하다. 처리과정은 주 수 필터, 웨이블릿 분해를

통해 잡음을 제거한다. 주 수 필터는 고역통과 필터,

역통과 필터, 역통과 필터 기반 버터워쓰, 체비셰 , 노

치 필터 등이 있다[21,22,23]. 웨이블릿 분해는 웨이블릿

변환함수를 통해 변환 후 잡음요소를 제거하기 해 단

계마다 나 어지며 잡음요소는 나 어진단계에서 잡음

요소 계수를 제외하면 제거된다[24,25]. 정규화과정은

체로 연구에서 제안하는 임계값을 이용하여 리 샘 링

기반업 샘 링, 다운 샘 링, 오버샘 링을 통해 이루어

진다[26]. 결국 가공되지 않는 측정된 생체신호를 이용하

여 일정하면서 깔끔한 신호로 출력하게 된다.

바이오인식에서 데이터분석은 신호 처리된 생체신호

를 이용하여 특징추출과정과 별분석에 의한 차원축소

로 구성된다. 특징추출은 시간 역, 주 수 역, 상궤

공간 등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 으로

특징들이 추출된다.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은 별분석이다. 표 으로 주성분분석

과 선형 별분석이 있다[27,28]. 주성분분석은 다차원 공

간에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을 때 가장 효율 으로 차원

을 축소할 수있는축을 찾아 그 축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선형 별분석은 차원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내 분산 데이터들은 모으고 외 분산 데이터들은 멀어지

는 축을 찾아 축소하는 방법이다.

바이오인식을 하는 개인인증, 식별 상황식별을

해 사용되는 기계학습은 지도학습방법과 비 지도학습방

법이 있다. 지도학습은정답 셋(클래스)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학습을 시켜서 측해 나가는 방법이며 비 지

도학습은 정답 셋(클래스)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한 패턴

을 갖는 것을 군집하는 방법이다. 비 지도학습은 모수

방법과 비모수 방법으로 구성된다. 표 지도학습인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단하여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

하는 분류모델링 방법이다[29]. 그 외에는 결정 트리학

습법, k-최근 이웃 알고리즘, 랜덤 포 스트 등이 있다

[30,31,32]. 모수 방법인 GMM(Gaussian mixture model)

은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하여 확인데이터가 어떤 가우

시안에 선택될 확률을 알게되는 방법이다[33]. 비모수

방법인 k-평균알고리즘은 k개의 평균벡터를 이용한 클

러스터링(군집화) 알고리즘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34].

생체신호를 이용한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Fig. 2]와

같다. 사용자 상황을등록하는 과정(Enrollment), 재

를 인식하는 과정(Recognition)으로 이루어진다. 인식하

는과정은사용자자신이자신임을확인받는인증(verification,

1:1), 사용자를 찾아내는 식별(Identification, 1:N), 재

상황을 식별하는 정도로 나뉜다. 인증과 식별은 생체신

호의 응용 역에 따라 선택 으로 이용된다.

[Fig. 2] User, condition recognition and authentication,

identification

2.1 심 도  용한 식 술

심 도를 이용한 바이오인식은 개인인증, 식별 질

병식별 등에 해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ble 1>은심 도 기반 바이오인식 국내외 기술

동향으로 신호처리, 데이터분석, 기계학습 성능에 따

라 분류된 것이다. <Table 1>은 자의 주 단에

의해 분류되었고, 분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는

개인인증 식별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개인인증, 식별 질병식별에 한 확장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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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CG lead-Ⅰ structure

심 도 데이터는 국내외 모두 표 12유도법에 의해

측정되는 lead-Ⅰ을 사용하며 공식 인 데이터베이스인

physionet에서 MIT-BH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35]. 차이 은 국내에선 직 개발하여 취득하여 사용

하지만 국외는 의료장비를 많이 사용한다. 심 도 신호

처리는 국내에서 주 수를 이용한 필터 주로 사용하지

만 국외는 주 수 필터, 웨이블릿 변환 목표 심박율

정의로 분석된다.

데이터분석을 한 특징은 국내에선 시간 역의 특징

을 주로 이용하지만 국외에서는 시간 역, 주 수 역

필요에 의한 상공간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이용한다.

ECG lead-Ⅰ은 [Fig. 3]과같이 P , Q , R , S , T ,

PR부분, PR구간, QRS컴 스, ST부분, QT구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이용하여 국내는 구간 설정 후 평균

미분 특징 등으로 추출된다[42]. 국외는 임의로 구간 설

정[43], 형태학 으로 이용[44], 자기상 [45], 심박변이도

특징 등이사용되고 있다[46]. 주 수 역에서의 특징은

국내에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47] 등이 이용되며 국외에

서 웨이블릿 변환[11,39], 멜 주 수 캡스트럼 계수[38],

앙상블 경험 모드 분해법 등을 이용하여 추출된다[26].

상공간 역에서의 특징은 국내에 련된 연구가 없으

며 국외에서 로 츠 끌개를 이용하여 추출된다[41]. 데이

터 분석의 핵심요소인 별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선형

별분석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최종 개인인증 식별 성능분석을 해 많이 사용되

는 기계학습은 SVM, 종종 개인 식별을 해 k-최근

이웃, 가끔 상황 식별하는 질병식별을 해 퍼지이론 등

이 사용된다. 심 도를 이용한 개인인증의 우수한 성능

은 웨이블릿 변환 신호처리, DWT 특징추출, PCA 차원

축소, SVM을 이용해 18명의개인 인증율 98.7%, 개인 식

별의 우수한 성능은 드문 계수들 특징추출, k-NN을 이

용해 100명의 개인 식별율 99.48%, 질병식별의 우수한

성능은 라 노 의 지수 특징추출, ANFIS를 이용해 4가

지 질병 식별율 95%이다.

References
Input

Signal

Signal

Processing
Data analysis Machine Learning and Performance

[36] ECG
Filter

(Butterworth)

Features: Features on the time axis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98.59%

[37] ECG
Filter

(Butterworth)

Features: Features on the time axis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93.89%

[13] ECG none
Features: Lypunov exponent

Analysis: None
Disease identification rate using ANFIS, 95%

[26] ECG
Wavelet

transform

Features:EEMD(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Analysis: PCA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k-NN, 95.56%

[38] ECG
Filter

(Butterworth)

Features: AC(autocorrelation)/DCT, MFCC(Mel-

frequency cepstrum coefficients)

Analysis: LDA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98.7%

[11] ECG
Wavelet

transform

Features: DWT

Analysis: PCA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Euclidean

distance, 98.7%

[39] ECG Filter(FIR)
Features: CWT

Analysis: LDA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Euclidean

distance, 98.7%

[40] ECG
Filter

(Butterworth)

Features: DWT, CWT

Analysis: PCA
Personal authentication using the RMSE

[12] ECG None
Features: Sparse coefficients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k-NN, 99.48%

[41] ECG
Target heart

rate defined

Features: Lyapunov exponent, the correlation

dimension, RMS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81.73%

<Table 1> Biometrics technology using ECG



Biometrics System Technology Trends Based on Biosign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85

2.2 심  용한 식 술

심장음은 박동하는 심장과 그로 인한 류가 만들어

내는 소리다. 청진법 치에 따른 심장음을 측정하며 이

는 동맥, 폐동맥, 삼천 , 승모 에서 측정되며 각각 제

1심음과 제2심으로 신호를 분석할 수 있다. 심장음을 이

용한 바이오인식은 개인인증 식별등국외에서 연구가

<Table 2>와 같이진행되고있다. 각 연구에서바이오인

식을 해 사용한 심장음은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지 않

고 각각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취득된다. 편안한 상태에

서 취득된 심장음을 이용한 신호처리는 웨이블릿 변환

주 수 필터인 버터워쓰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이 감

소된다.

데이터분석을 한 시간 역에서 특징은 제1심음에

한 제2심음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출된다. 주 수 역

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기 한 알고리즘은 멜 주 수 캡

스트럼 계수들, 선형 주 수 캡스트럼 계수들, 선형 주

수 역 캡스트럼 연속 웨이블릿 변환 등이 사용된다.

개인인증 식별의 성능은 기계학습인 유클리디언

거리, SVM, GM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의료장비

에 의해 취득한 심장음을 이용한 개인인증의 우수한 성

능은 MFCC, LFCC 특징추출, SVM을 이용해 ROC곡선

에 의해 실험자 52명의 동일 오류율 7.8%이며 개인식별

의 우수한성능은 LBFC 특징추출, GMM을 이용해 실험

자 7명의 개인 식별율 96.01%이다.

2.3 뇌 도  용한 식 술

뇌 도를 이용한 바이오인식 기술은 <Table 2>와 같

이 국제에서 상황식별인 두 단어, 두 사진 두 상황식

별과 국내에서 개인인증에 한 연구이다. 두 단어식별

은 특정 두 단어를 상상하며 이에 따라 반응하는 뇌 도

를 이용하여 식별, 두 상황식별은 를들어 을 감으라

고 지시하거나 을 뜨라고 지시했을 때 반응하는 뇌

도를 이용하여 식별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뇌 도는 뇌에서 유도되는 변동에 의해 주 수와

진폭이 각각 다른 ɤ, β, α, θ, δ 의 5가지로 [Fig. 6]과

같다. ɤ 는 30Hz이상의 형으로 극도의 각성과 흥분

시 발행, β 는 14∼30Hz, 5∼10uV의 형으로 깨어 있

는 상태로 정신 인활동이나 긴장할 때발생, α 는 8∼

Reference
Input

Signal
Signal Processing Data analysis Machine Learning and Performance

[14]
Heart

sound

Wavelet

transform

Features: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ation)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Euclidean,

71.06%

[48]
Heart

sound

Filter

(Butterworth)

Features: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FSR(The First-to-Second Ratio)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Euclidean,

EER 8.7%

[49]
Heart

sound
None

Features:MFCCs(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LFCC(Linear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EER 7.8%

[15]
Heart

sound
None

Features:LBFC(linear frequency band cepstra)

Analysis: None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GMM, 96.01%

[17] EEG
Filter

(Butterworth)

Features:AR(Autoregressive) coefficients

Analysis::LDA

Two words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98.96%

[50] EEG
Filter

(Laplacian)

Features: ɤ-band

Analysis::LDA

Two photo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94..08%

[51] EEG
Filter

(FIR)

Features:AR(Autoregressive) coefficients

Analysis: None

Both situations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MMSE, 100%

[16] EEG
Filter

(Butterworth)

Features: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LDA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86.1%

[52] EMG
Filter (RMS,

Median)

Features:None

Analysis:PCA
Two status data analysis using the PCA

[18] EMG None
Features:Non-uniform filter bank

Analysis:PCA
Personal identification rate using GMM, 81.73%

[19] EMG

Filter (RMS),

Wavelet

transform

Features:MAV(mean absolute value)

Analysis: None

Four behavior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SVM, 99%

[53] EMG
Filter

(Norch)

Features:FFT(Fast fourier transform)

Analysis:PCA

Four behavior identification rate using the PCA,

85%

<Table 2> Biometrics technology using Heart sound, EEG, 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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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Hz, 50uV의 형으로 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발생, θ

는 4∼7Hz, 불규칙 인진폭의 형으로 어린아이에게

서 발생, δ 는 0.3∼3Hz, 20∼200uV의 형으로 수면

에 발생한다. 이러한 뇌 도는 의료장비에서 상태에 따

라 취득되며 데이터로 사용된다. 바이오인식을 해 취

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된 신호처리는주 수를 이

용한 필터이며 버터워쓰, 라 라시안 FIR으로 잡음이

제거된다.

데이터분석을 한 특징추출 알고리즘은 시간 역에

서 자기회귀인 0으로 수렴하여 나타나는 자기상 에 의

해 검출되는 계수와 이분변수와 양 변수 간의 상 인

이연상 에 의해 검출되는 계수가 사용된다. 주 수

역에서 특징은 30㎐이상에 존재하는 ɤ 를 추출하 다.

추출된 특징들의 데이터분석을 한 별분석은 부분

선형 별분석이 사용된다.

최종 성능분석을 해 사용한 기계학습은 SVM와 변

수에 해 최 의 추정치를 얻기 해 평균제곱오차(MSE)

를 사용하여 최소화시키는 최소 평균제곱오차(MMSE)

가 사용된다. 뇌 도를 이용한 상황식별의 우수한 성능

은 FIR필터 신호처리, 자기회귀 계수 특징추출, MMSE

을 이용해 100%, 개인인증의 우수한 성능은 버터워쓰필

터 신호처리, 이연상 계수 특징추출, SVM을 이용해

10명의 개인 인증율 86.1%이다.

2.4 근 도  용한 식 술

근 도를 이용한 바이오인식 기술은 <Table 2>와 같

다. 개인식별 상황식별인 네 동작식별과 동작에 따른

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 각 근 도 신호가 취득되는 네

동작은각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작을 정의하여 측정된다.

이러한 근 도는 의료장비나 개발 장비에의해서 측정되

는데 편의를 해표면 도출 법으로 측정된다. 측정된 근

도는 5∼10,000Hz의 넓은 주 수 역과 mV의 압

값을 갖는다. 측정된 근 도는 [Fig. 4]과 같다. [Fig. 4]의

는 오른쪽 장딴지근 그래 , 아래는 왼쪽 장딴지근 그

래 로 각각 개발 장비에서 측정된 것이다. 추가 으로

팔꿈치의 굴곡, 늘림과 팔뚝의 내 , 외 과 손목 등에서

측정하여 근 도 신호는 취득된다. 취득된 근 도를 이

용한신호처리 기술은 RMS, 간, 노치필터 웨이블릿

변환이며 이를 통해 잡음이 감소 제거된다. 신호처리

된 근 도를 이용하여 데이터분석을 한특징추출 알고

리즘은 시간 역에서 구간 역을 설정 후 MAV특징, 주

수 역에서 FFT, 비 균일필터 역 등이며 추출된 특

징들의 데이터분석을 한 별분석은 부분 주성분 분

석이 사용된다. 최종 성능분석을 해 사용한 기계학습

은 SVM과 GMM이다. 근 도를 이용한 상황식별의 우

수한 성능은 RMS필터, 웨이블릿 변환 신호처리, MAV

특징징출, SVM을 이용해 네 동작식별율 99%이며 개인

식별의 우수한 성능은 비 균일필터 역 특징추출, GMM

을 이용해 49명의 개인식별율 81.73%이다.

[Fig. 4] EMG Waveform acquired at the 

         gastrocnemius

3. 생체신호  식 술 향

기존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100명이하

의 생체신호와 단편 인 상태에서 개인인증, 식별 상

황식별을 해왔다. 향후에는 스마트기기, 컴퓨터 등 속

한 성능향상과 련 기반 기술들의 발 으로 인식 범

가 100명이상의 생체신호와복합 인 상태로확 되면서

개인인증, 식별 상황식별을 해야 한다. 이에따른고성

능 알고리즘이 사용자 요구 충족 등과 강화된 바이오인

식 시스템을 한 연구가 요구된다[54]. 보다 강화된 생

체신호 기반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은 복합

상태의 생체신호 기반 빅 데이터와 빅 데이터를 분석하

는 고성능 알고리즘이다.

3.1 생체신호  빅 

재 공식 인 physionet 생세신호 데이터베이스, 의

료장비, 개발 장비 등을 사용하여 생체신호 기반 바이오

인식이 연구되는 이지만 단편 인 상황만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한계로 남아있다. 향후 개개인의 복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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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편안, 운동, 음주, 흡연, 숙면, 아 상태 등 다양한 생

체신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 기능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사용자 충족을 만족시킨다. 이를

해 개인의 복합 상태인 생체신호의 빅 데이터가 요

구되며 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

3.2 빅    계학습

개개인의 복합 상태에서도 취득된 생체신호를 이용

하여 바이오인식 시스템 기술이 필요하다. 복합 상태

인 생체신호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고성능 알고

리즘이 요구된다. 재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빅 데

이터 분석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간 으로 지

연되는 문제 이 있다. 새로운 기계학습으로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

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기반 기계 학습 기술이다[55].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

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기계를 학습시킨다. 딥러닝

기술을 용하면 사람이 모든 단 기 을 정해주지 않

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론· 단할 수 있게 된다.

층계 구조를 가진 다층 퍼셉트론 방식인 딥러닝은 심

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의 한 종류인 나선형 신

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기반의 심층

학습(Deep Learning)이다[56,57]. 향후 딥러닝 기반 생체

신호를 이용한 바이오인식은 생체신호의 빅데이터를 처

리하며 범 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 된다.

4. 결

바이오인식 기술은 지속 으로 연구, 발 되고있으며

최근에는 실시간 환경에 합한 바이오인식 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시스템

의 핵심 인 기술인 신호처리, 데이터분석, 성능분석 등

에 하여 기술을 분석하 다. 한 바이오인식 시스템

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개인의 복합 상태의 생

체신호로 구성된 빅 데이터와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딥

러닝 알고리즘 등을 검토하여 바이오인식시스템이 향후

발 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나간다면 향후 착용형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성장

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상된다.

재 지문 얼굴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인식

으로 개인인증 후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되고 있다[58].향

후 착용형 바이오인식을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헬스

어 기능뿐만아니라 그 이상의 기술을 해발 에

있다[59,60,61]. 한, 생체신호를 이용한 바이오인식 시

스템을 이용하여 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은 융, 보안,

출입 리, 의료복지, 공공, 마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연 이 있으므로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

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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