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IT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용자들

은 다양한 기기에 개인정보나 인증서와 같은 민감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일 평

균 이용 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1], 스마트폰을 통

해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니 보안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해 IT 장비에 사용자 인증을 통해 보안

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체인증 기술이 만연

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생체인증의 경우 기존

의 비밀번호 또는 카드키 인증 방식과 다르게 등록

된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도 인증되는 부정허용이라

더욱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생

체인식 구현의 강도를 위장 허용률(SAR), 사기 허용

률(IAR), 거짓 허용률(FAR)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

며, 다양한 방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인증에

통과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생체인증이 정상적으로 통과된 경

우 인증 방식과 시간 및 위치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

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생체인증에 기여도를 부가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기여도는 생체인증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는 유지하며 현재 인증을 시도하는 사람

이 기존 사용자가 맞는지를 평가하는 정도의 수준의

영향을 주는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생체인식

생체인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문,

얼굴, 홍채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인증하는 방

식, 다른 하나는 음성, 걸을걸이, 서명 등과 같은 행

동적 특징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람 개개인 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

뢰성이 높으며 보안코드, 암호, 하드웨어 키와 비교

했을 때 위조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3].

2-2. k-means clustering algorithm

k-means clustering algorithm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다수의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으로

분류하는 군집화 기법이다.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는 평균의 중심이 역할을 하

는 k개의 점을 무작위로 정한 후, 각각의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평균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데이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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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평균 중심 좌표를 업데이트 하며 주어진 횟수

만큼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데이터를 군집화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군집의 개수 k를

인증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4].

3. 본론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인증

패턴 수집, 인증 패턴 분석, 인증 정보 활용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그림 1) 인증 패턴을 활용한 인식률 개선 방안

3-1. 인증 패턴 수집

인증 패턴 분석은 사용자가 생체인증을 방식을 통

해 인식에 높은 유사도를 보여 인증을 통과했을 때의

정보를 토대로 진행한다. 이 때 필요로 하는 정보는

<표 1>과 같이 Dt, Dl, Dm을 수집한다. 본 논문에서

는 단어 의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시 사용

되는 생체 데이터는 ‘생체 데이터’, 인증 시 수집되는

Dt, Dl, Dm 데이터는 ‘추가 데이터’, 군집화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라고 정립한다.

<표 1>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

먼저, Dt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 형태처럼 연속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수치 데이

터로 사용하여 데이터가 쌓였을 경우 해당 시간대에

는 어디서, 어떻게 인증하는 지를 판단하는 데이터로

사용한다.

두 번째로, Dl의 경우 기기의 성격에 따라 인식률

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끔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나누는 성격은 기기의 휴대성을 기반으로 분류

한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과 같은

장비는 인증할 때마다 Dl이 수시로 변화하지만, 홈 Io

T 장비의 경우 Dl이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영향력

을 다르게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Dm의 경우 사용자의 직업 또는 특정

상황에 의해 기존의 인증 방식과 다른 유형의 생체인

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이를 참고하게끔 하

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다.

3-2. 인증 패턴 분석

위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증 패턴을

분석한다. 인증 패턴은 k-means algorithm을 사용

하여 군집화 한다. 군집화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군집

개수를 정하기 위해 elbow 기법을 사용한다. elbow

기법은 군집의 개수를 점차 늘려가며 오차제곱합(SS

E)의 값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 일정 수준으로 기울

기를 파악하여 적합한 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군집

개수를 정하여 분류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군집화한 뒤, 사용자가

인증하려할 때 발생하는 추가 데이터를 군집화된 데

이터에 추가시켜 가까운 3개의 군집을 선정한다. 선

정된 3개 각각의 군집 중심 좌표와 각각의 군집 경계

와의 euclidean distance를 측정하고 해당 수치를

토대로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 좌표와 현재 추가 데

이터의 euclidean distance를 비교하여 기존 군집과

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점수를 측정한다. (그림 2)는

위 과정을 그림으로 요약 설명한 것이다.

(그림 2) 인증 시 발생하는 추가 데이터의 유사도 판단

3-3. 인증 정보의 영향도

측정된 점수는 생체 인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만 그 수준은 낮게 책정한다. 기존의 생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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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생체 데이터의 중요도가 100%라고 가정한

다면 제안하고자하는 시스템에서는 생체 데이터의 중

요도는 90%, 3-2에서 측정한 점수의 중요도는 10%

의 비율로 인증을 진행한다.

영향도를 낮게 잡는 이유는 생체 데이터의 신뢰성

을 기존의 방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추가 데이터는 생체 데이터와 별개로 인증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기존에 계속해서 인증을 시도한

사용자인지 아니면 그 외 사용자가 악의적인 시도인

지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함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만

실제 인증 시 발생하는 인증 패턴 데이터를 축적하여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생체 인증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선한 영

향력을 주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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