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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기법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분할 기법에 대해서는 랜덤 분할에 의한 기법과 암호학적 기법
을 이용하는 경우를 나누어 기술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다중 기관간의 바이오인식 정보 공유에
의해서 어느 한곳에서 불법으로 바이오인식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대상자의 바이오인식
정보가 침해 당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기법을 기술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분할
기법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 구현 방법과 응용모델을 기술한다.
1) 랜덤 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분할과 인증
2) 암호학적 기법을 이용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분할과 인증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 해당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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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provide a standardized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biometric reference by information splitting. For the information
splitting technique, the cryptographic technique and the random splitting technique
are described separately.
2 Summary
This standard describes a scheme for protecting a subject’s biometric reference
even if his/her biometric reference is illegally leaked from one place due to the
sharing of biometric reference among multiple parties in implementing the biometric
recognition system. The implementation method and application model of biometric
reference protection by the following information splitting techniques are given.
1) biometric reference splitting and authentication scheme using random techniques
2) biometric reference splitting and authentication scheme using cryptographic
technique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3.1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 None
3.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 and this Standard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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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
(Biometric reference protection using information splitting)
1 적용 범위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기법을 제공한다. 정보분할 기
법에 대해서는 암호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와, 랜덤 분할에 의한 기법을 나누어 제시
한다.
2 인용 표준
3 용어정의
3.1 바이오인식 정보(biometric reference: BR)
비교를 위해 개인 식별 대상자에 대해서 추출한 속성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저장된 바
이오인식 샘플, 바이오인식 템플릿, 바이오인식 모델 등을 나타냄.
3.2 개인식별 정보(identity reference: IR)
주어진 응용영역에서 개인을 나타내는 특징이나 이들의 조합.

예를 들이, 이름, 전화번

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메일주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3.3 개인 인증(Personal authentication)
개인이 정보 자산에 접근을 요청할 때 본인임을 인식하는 과정. 주민등록번호나 패스워
드와 같이 본인만이 아는 것, 스마트카드나 메모리 카드와 같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 지문이나 음성, 생체신호 등 본인만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됨.
4 약어 및 기호
BR Biometric Reference
CI Common Identifier
IR Identity Reference
  바이오인식 정보 암·복호화를 위한 개인키
  바이오인식 정보 암·복호화를 위한 공개키
  개인식별 정보 암·복호화를 위한 개인키
  개인식별 정보 암·복호화를 위한 공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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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인식 정보와 개인식별 정보 보호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개인의 신체적 또는 행위적 특징에 기반한 개인식별 방법의 일종
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과 같이 비대면의 개인 인증 환경에서 인증대상자가 제
시한 개인의 신체정보나 서명과 같은 동적 특성의 특징정보를 제시함으로서 사전에 등록
단계에서 미리 저장시켜 놓은 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역할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등록(Enrollment) 과정이다. 이 기능은 제시되는 대상자의 바이오
인식 정보로부터 개인식별(Identification) 과정이나 개인 인증(Verification) 과정에서 필요
로 하는 바이오인식 정보(Biometric reference)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 식별 과정은 주어진 바이오인식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신원을 밝히
는데 목적이 있다. 이때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저장장치 내의 모든 바이오인식 정보와 비
교를 통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대상자의 식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개인 인증

과정은 대상자가 본인의 바이오인식 정보와 함께 개인식별 정보(Identity reference)를 제
시하게 되는데, 이는 주어진 바이오인식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이 맞
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저장장치 내의 해당 식
별정보의 바이오인식 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상자의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5-1)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구성도

개인식별 정보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인식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판별하는 정보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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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인식 정보가 개인식별 정보와 결합되었
을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각각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에 준하는 기술적 보호 대책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합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표

5-1> 바이오 정보와 개인식별 정보

개인식별 정보(Identity reference)

바이오인식 정보(Biometric reference)

이름

지문 영상 정보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얼굴 영상 정보

여권 번호

홍채 영상 정보

휴대폰 번호

손정맥 영상 정보

운전면허증 번호 등

지정맥 영상 정보 등

6.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6.1 랜덤 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분할과 응용
6.1.1 랜덤 분할에 의한 개인식별 정보의 분할
개인식별정보  은  과  의 2개의 조각으로 정보를 랜덤하게 분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

   
 

      

 

(2)

위에서, 두 개의 랜덤 데이터로 나눈 관련 정보는   에 저장되는데, 이것 역시
  와   의 두 개의 정보로 분리된 후 각각 저장함으로서, 두 개의 정보가 동시에

주어져야만, 원래의 개인식별 정보  을 복구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랜덤한 방식에 의
해 개인식별 정보분할을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무작위성을 보장하여 각각의 정보 조각
에서 원래의 정보  을 복구하거나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6.1.2 랜덤 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분할
유사하게 바이오인식 정보  은  과  의 2개의 조각으로 정보를 랜덤하게 분할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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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위에서, 두 개의 랜덤 데이터로 나누는데 사용된 정보는   에 저장되는데, 이것 역시
  와   의 두 개의 정보로 랜덤 분리된 후 각각 저장함으로서, 두 개의 정보가

동시에 주어져야만, 원래의 바이오인식 정보  을 복구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랜덤한
방식에 의해 바이오인식 정보분할을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무작위성을 보장하여 각각의
정보 조각에서 원래의 정보  을 복구하거나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6.1.3 랜덤 분할된 정보의 등록
사용자의  과  을 (1)~(4)의 방식으로 랜덤하게 분할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DB와 사
용자의 저장소(보안토큰 등)에 분할하여 그림 6-1, 그림 6-2와 같이 저장하여 놓는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를 유일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로그인 이름의 역할을 하
는 공통식별자(Common identifier)를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비스 제
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형태의 데이터레코드가 저장되게

된다. 등록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는 안전한 채널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림 6-1) 분할된 개인식별 정보의 등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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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분할된 바이오인식 정보의 등록

6.1.4 랜덤 분할된 개인식별 정보의 인증
사용자는 자신의 CI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을 제시한다. 이때,

{  ,

  ,  ,   }이 함께 전송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시된 CI를 이용하여, 저장

되어 있는 {  ,   ,  ,   }를 이용하여 (1)(2)식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와 비교를 수행한다. 이
 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을 사용자에 의해 제시된 

때,

 과 
 가 일치한다면 본인임을 인증한다. 이때,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서 서비스 제공자는 {  ,   ,  ,   },  을 사용직후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6.1.5 랜덤 분할된 바이오인식 정보의 인증
사용자는 자신의 CI와 함께 
 을 제시한다. 이때,

{  ,   ,  ,   }이 함께

전송된다.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제시된 CI를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  ,   ,
 ,   }를 이용하여 (3)(4)식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

출된  을 
 와 비교하여 바이오인증을 수행한다. 이때, 바이오인식 시스템에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문턱값과 비교하여  과 
 의 유사도가 크다면 본인임을 인증한다. 이때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  ,   ,  ,   }, 
 ,
 을 사용직후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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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암호학적 기법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분할과 응용
6.2.1 암호학적 기법에 의한 개인식별 정보의 분할
개인식별정보  은 (5)와 공개키 암호를 적용하여, 개인키   로 암호화 한 후,    과
   의 2개의 조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분할한다.
       

(5)

      

(6)

위에서, 암호에 사용된 개인키   의 키 쌍인 공개키   는 인증기관에 보관하거나 서비
스 제공자에게 별도로 전송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방식에 의해 개인식별 정보분
할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와 충분한 키의 길이를 보장하여 각각의 정보 조각에서
원래의 정보  을 복구하거나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6.2.2 암호학적 기법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의 분할
바이오인식 정보  은 (7)과 같이 공개키 암호를 적용하여, 개인키   로 암호화 한 후
   과    의 2개의 조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분할한다.
       

(7)

      

(8)

위에서, 암호에 사용된 개인키   의 키 쌍인 공개키   는 인증기관에 보관하거나 서비
스 제공자에게 별도로 전송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방식에 의해 바이오인식 정보
분할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와 충분한 키의 길이를 보장하여 각각의 정보 조각에
서 원래의 정보  을 복구하거나 알아낼 수 없어야 한다.
6.2.3 암호학적 기법에 의한 분할된 정보의 등록
사용자의  과  을 (5)~(8)의 방식으로 암호화 한 후 분할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데
이터베이스와 사용자의 저장소(보안토큰 등)에 분할하여 그림 6-3, 그림 6-4와 같이
저장하여 놓는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를 유일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로그
인 이름의 역할을 하는 공통식별자(Common identifier; CI)를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이
렇게 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형태의 데이터 레




코드가 저장되게 된다. 등록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는 안전한 채널이 확
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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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그림 6-4)

분할된 개인식별 정보의 등록

분할된 바이오인식 정보의 등록

6.2.4 암호학적 기법에 의한 분할된 개인식별 정보의 인증
사용자는

자신의

CI와

          이


있는



함께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제시한다.

이때,

함께 전송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시된 CI를 이용하여, 저장되어

       과 함께 (5)(6)식을 이용하여 복호화 하여



 을



 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

된  을 사용자에 의해 제시된 
 와 비교한다. 이때,  과 
 가 일치한다면 본인임을 인증
한다. 이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






을 사용한 후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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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암호학적 기법에 의한 분할된 개인식별 정보의 인증
사용자는 자신의 CI와 함께 
 을 제시한다. 이때,

            이


다.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제시된 CI를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함께 전송된

       를 이용




하여 (7)(8)식을 이용하여 복호화 하여  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을 
 와 비교
하여 바이오인증을 수행한다. 이때, 바이오인식 시스템에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문턱값과
비교하여  과 
 의 유사도가 크다면 본인임을 인증한다. 이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
호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
            , 




 을 사용한 후 저장하지 않

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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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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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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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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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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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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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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