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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홍채 인식은 동공과 흰자  사이에 존재하는 도넛 모양의 홍채 패턴(Iris pattern)을 이용하여 자신인지 
타인인지 별하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생체인식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홍채 인식은 홍채 상의 홍채 

패턴으로부터 홍채 코드(Iris code)를 추출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좋은 질의 홍채 상을 취득하는 것은 

정확한 홍채 인식을 해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홍채 상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 가운데 하

나가 (focus)이다. 이 맞지 않아 흐려진(blurring) 상은 홍채 인식에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인식하는 FRR(false reject error)를 증가시킨다. 홍채 인식 시스템의 카메라는 고정  방식

과 가변  방식이 있다. 고정  방식은 즈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 맞지 않는 상을 

취득할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요구하여 입력받도록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래한다. 가변 
 방식은 사용자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즈를 움직여서 이 잘 맞은 선명한 상을 얻는다. 

하지만, 즈를 움직이기 해서 사용자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와 즈를 움직이는 모터등

과 같은 부가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메라의 부피가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 이 있다. 
그리므로 본 논문은 고정  카메라를 사용하여 부가 장비 없이 홍채 상 복원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소 트웨어 으로 이 맞지 않아 흐려진 상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값을 

이용하여 열화(degradation)의 정도를 단하 으며, 값(focus value)에 따라 확산함수(point spread 
function)를 설계하여 홍채 상을 복원하 다. 

1. 서론

   사회는 개인의 정보가 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보안이 차 요시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보안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생

체인식을 이용한 보안 기술은 개인이 항상 지니고 

있고, 잃어버릴 험성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각

받고 있는 기술 에 하나이다.

   생체인식의 표 인 기술로는 얼굴인식, 지문인

식, 정맥인식, DNA인식 등이 있는데 그  홍채인식

은 입력 홍채 상의 홍채 패턴(Iris pattern)으로부

터 홍채 코드(Iris code)를 추출하여 자신인지 타인

인지 별하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생체인식기술 가

운데 하나이다. 홍채 상의 홍채 패턴으로부터 홍

채 코드를 추출하기 때문에 좋은 질의 홍채 상을 

취득하는 것은 정확한 인식을 해서 매우 요하

다. 이러한 홍채 상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focus)이다. 피사체가 DOF 

(depth of field)내에 존재하여 이 잘 맞는 경우

에는 그림 1. (a)와 같이 피사체의 한 이 상평면

상에 한 에서 선명하게 맺히게 되지만, DOF를 벗

어나서 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1. (b)와 같

이 한 이 상평면에 넓게 확산되어 흐리게 맺히게 

된다. 이러한 상은 홍채인식에 있어서 FRR(false 

reject error), 즉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인

식하여 거부하는 오류가 발생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홍채인식 카메라에는 고정  방식과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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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 있다. BM-ET100[1]과 같은 고정  

방식의 카메라는 입력 상이 이 맞지 않아 흐려

진(blurring) 경우에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입력하도

록 요구하여 이 잘 맞는 선명한 상을 취득한

다.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래할 뿐

만 아니라 반복해서 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득하기 한 시간이 길어지므로 홍채 인식 

시간에 상당한 오버헤드가 발생된다. LG IrisAccess 

3000[2]과 같은 가변  방식의 카메라는 피사체

와의 거리를 측정한 후에 즈를 움직여서 선명

한 홍채 상을 취득한다. 하지만 카메라와 피사체

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와 즈를 움직이는 모

터와 같은 부가 인 하드웨어가 필요하므로 카메라

의 부피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승하게 된

다. 이러한 고정  방식과 가변  방식의 카

메라들의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해 고정  방식

의 카메라로부터 취득한 홍채 상을 소 트웨어

으로 복원하여 홍채인식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입력된 홍채 상의 값

(focus value)을 측정하여 값에 따라 확산함수

(point spread function)를 달리하여 홍채 상을 복

원하는 것이다. 확산함수란 상을 흐려지게 만들

어 상의 질을 열화(degradation) 시키는 함수로 

확산함수의 역을 이용하여 선명한 상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림 1. 카메라 모델에서의  확산 (a) 이  

        맞는 상 (b) 이 맞지 않는 상

2. 값 측정

   홍채 카메라로부터 획득되어진 홍채 상에 해 

이 잘 맞은 선명한 상인지, 이 맞지 않아 

열화된 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맞

지 않아 열화된 상의 경우도 열화의 정도에 따라 

확산함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홍채 상 

복원을 해 열화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취득되어진 홍채 상이 얼

마나 이 잘 맞는지 평가하는 값을 측정한

다. 이러한 값을 측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이 에 많이 진행되어 왔다[3-6]. 일반 으로 이 

맞지 않아 열화된 상은 주  성분을 많이 포함

한다[6]. 따라서 고주  성분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의 연구들은 일

반 상에서 고주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고주  성

분의 포함 정도를 측정해 값을 계산했다[3-6].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상에서 실험되어진 

것으로 홍채의 특성을 반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J.Daugman 교수가 홍채의 특성을 반 하여 제안한 

그림 2와 같은 콘벌루션 커 (convolution kernel)을 

사용한 값 측정 방법을 사용하 다[7]. 이 콘벌

루션 커 은 두개의 정사각형 박스 함수(square box 

function)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3과 같은 퓨리에 

스펙트럼(Fourier spectrum)을 가진다.

그림 2. 값 측정을 한 (8×8) 콘벌루션 커

그림 3. (8×8) 콘벌루션 커 의 퓨리에 스펙트럼

   Parseval 정리를 이용하여 콘벌루션 커 을 통해 

상의 총 워 스펙트럼(total power spectrum) 값

을 구한 후에, 값이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가

질 수 있도록 식 (1)과 같은 비선형 방정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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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                (1)

x는 상의 총 워 스펙트럼이고, c는 상수이다.

3. 홍채 상 복원

   이 맞지 않아 열화된 홍채 상은 공간 역

에서 식 (2)과 같이 표 된다[8].

                             (2)

h(x,y)는 열화작용을 하는 함수, 즉 확산함수이다. 

f(x,y)는 선명한 홍채 상이고,    는 상에 포

함되어진 노이즈이다. 열화작용을 하는 함수 h(x,y)

는 주로 가우시안(Gaussian)으로 모델링이 되어진다

[7].

   식 (2)을 주 수 역에서 표 하면, 공간 역에서

의 콘벌루션은 주 수 역에서의 곱의 형태이므로 

식 (3)와 같다[8].

                           (3)

   홍채 상에서의 노이즈는 매우 작은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제거하 다. 매우 작은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 기 때문에 상의 복원과정에 향

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 복원을 통해 얻어질 

선명한 홍채 상은 식 (4)과 같다.

                 
   

                (4)

   G(u,v)는 주 수 역에서의 열화된 홍채 상이

므로, 홍채인식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의 고속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상을 복원하기 해서는 확산함수를 

설계해야 한다. 술한 바와 같이 이 맞지 않아 

흐려진 상은 주로 가우시안 모델로 설계되어진다

[7]. 본 논문도 식 (5)와 같은 2차원 등방성 가우시

안 모델로 설계하 다.

              



 

  

             (5)

   상은 피사체가 DOF에서 벗어난 거리에 비례

하여 열화의 정도가 커진다. 즉 열화의 정도에 한

변화는 열화작용을 나타내는 확산함수의 변화이므

로 상 복원에서 쓰이는 h(x,y)를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값이 작을수록 열

화의 정도가 커진 것이므로 필터의 크기를 크게 하

고 식 (5)의 가우시안 상수 를 작게 조 하여 확

산함수를 설계하 다. 그리고 h(x,y)를 고속 퓨리에 

변환을 통해 주 수 역으로 변환하여 식 (4)과 같

이 주 수 역에서의 복원 상을 계산한 후, 역 퓨

리에 변환을 통해 공간 역에서의 복원 상을 얻었

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홍채 상 복원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하여 본 논문에서는 CASIA Iris image Database 

(ver 1.0)을 이용하 다[9]. CASIA 홍채 DB는 80명에 

한 108 종류의 홍채로부터 추출된 총 756장의 홍채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채 상은 한 달 간격으로 

취득되었으며, 상의 형식은 320*280 픽셀크기에 8 

비트 그 이 상이다. CASIA DB 내의 홍채 직경은 

200 픽셀이상이고, 체 상  약 5.2%가 콘텍트 

즈를 착용하고 취득된 홍채 상이다. 상 상  

안경을 착용한 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4. 실험 결과 상

   홍채 상에 인 으로 열화 시킨 후에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홍채 상을 복원

하여 실험하 다. 값의 임계치(threshold)를 주어 

임계치 이상의 값은 이 잘 맞는 선명한 상

으로 구분하여 홍채 상 복원 과정을 실행하지 않고, 

임계치 이하의 홍채 상에 해서만 이 맞지 않

아 흐려진 상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홍채 상 복원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그림 4와 같은 실험 결과 상

을 얻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임계치를 85로 하

다. 그리고 홍채 상 복원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기 해 식 (6)과 같은 RMS(root-mean-square)에러

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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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원래의 선명한 홍채 상과 이 맞지 않아 열

화된 홍채 상의 RMS 에러는 평균 3.56이었고, 원래

의 선명한 홍채 상과 복원된 상의 RMS 에러는 

평균 3.25 다. 복원된 홍채 상이 열화된 홍채 상

보다 원래의 홍채 상과 더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한 홍채 상 복원 알고리즘이 2.4-GHz 인텔 

펜티엄 4 로세서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90ms 다. 

5. 결론

   본 논문은 홍채 상을 홍채 상 복원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소 트웨어 으로 복원함으로써 고정 

 방식 카메라의 DOF 역이 작아서 사용자에게 불

편함을 주는 문제 과 가변  방식 카메라의 부가 

하드웨어로 인한 부피와 가격 상승이라는 단 을 보

완시킬 수 있었다. 제안한 홍채 복원 알고리즘은 취득

한 동일 상 안에서 치에 상 없이 같은 형태의 

확산함수를 용하여 복원하 다. 그러나 이 맞

지 않는 상은 동일 상 안에서 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

일 상 안에서도 치에 따라 확산함수를 다르게 

용하는 방법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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