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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원의 홍채 특징을 추출하기 한 방법으로 텍스쳐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Gabor 

필터, Laws 필터  Wavelet 변환  추가 인 방법으로 Direct LDA(DLDA)을 사용한 홍채 특징추출 

방법을 비교 분석하 다. 실험을 통해 일반 인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텍스쳐 기반 특징 추출 방법의 홍

채인식 용 가능성과, 텍스쳐 기반 특징 추출 방법에 의해 얻어진 1차 특징추출에 해 추가 과정을 

통해 높은 식별력과 낮은 차원을 가지는 특징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1. 서론

홍채는 각 개인마다 양쪽 도 같지 않은 유  

특징  시간에 계없이 유지되는 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인체 고유정보  가장 변별력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홍채 고유의 패턴을 특징으

로 사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홍채인식 시스템이다. 홍채인식 시스템의 일반

인 처리과정은 입력장치를 통한  상의 획득, 

획득한  상의 홍채인식 합성 여부에 한 평

가, 사용에 합한  상으로부터의 홍채 역 추

출, 추출된 홍채 역에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 추출, 추출된 특징 값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증/식별의 단계이다[1].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입

력된 개체들을 결정클래스로 할당하는 방법을 다루

는 것인데, 그것의 정확도는 특징 셋(Feature Set)이 

얼마나 두드러지며 다른 개체의 특징과 어떻게 구별

되는가에 달려있다. 홍채인식에서 특징 추출은 일반

으로 홍채 역의 Gray Level값의 분포를 특징으로 

“본 연구는 과기부 뇌신경정보학사업으로터 부분 인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사용하는데, 이러한 특징 값은 차원이 무 높아 

부 사용하기에는 무나도 비효율 이다. 기존의 홍

채인식에서 특징 추출  특징 식별 과정은 Gabor 

필터를 이용한 변환이나 Wavelet 변환 등 최 이라

고 단된 하나의 알고리즘을 통해 홍채의 특징을 

추출하고 여러 가지 식별함수 의 하나를 사용하여 

그 성능을 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텍

스쳐(Texture) 기반 특징 추출 과정에 의해서 얻어

진 특징을 가상의 고차원 특징공간으로 변환하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기 보다는 

추가 과정을 통해 높은 식별력과 보다 낮은 차원을 

가지는 특징을 얻음으로써 더 좋은 성능의 홍채인식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채 원 상(Original 

Image)에서 차원의 홍채 특징을 추출하기 해 텍스

쳐 기반 분석 기법인 Gabor 필터[2], Laws 필터

[3][4]  Wavelet 변환[5][6]을 사용하 으며, 추출된 

홍채 특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근래 패턴 인식

의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리 사용되어지며 우수성이 

증명된 SVM을 사용하 다[7]. 한 추출된 홍채특

징의 높은 식별력과 낮은 차원을 가진 특징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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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가 인 방법으로 각각의 방법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LDA(Direct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기법을 용하여 각각의 결

과를 비교하 다[8].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낮은 차원과 강인한 특징을 가지는 홍채

상의 특징 벡터를 얻기 해 사용한 Gabor 필터, 

Laws 필터  Wavelet 변환에 해 개 으로 설명

한다. 한 높은 분리성과 낮은 차원을 가진 새로운 

특징공간을 얻기 해 사용한 DLDA에 해 설명한

다. 3장에서는 실험 결과와 분석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특징추출

본 논문에서는 텍스쳐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Gabor 필터, Laws 필터  Wavelet 변환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 으며, 높은 분리성과 낮은 차원을 

가진 새로운 특징공간을 얻기 해 DLDA 근법을 

선택하 다.

2.1 Gabor 필터

Gabor 필터는 상을 공간 으로 국부화(Locali-

zation)하는 특성과 주 수 역에서 특정 주 수와 

방향에 해서 선택 으로 반응하는 역 통과 필터

(Bandpass Filter)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공간주

수 역에서 최 의 집합 분석력을 갖고 있어 각종 

패턴인식 분야에 넓게 용되어 왔다. 2D Gabor 필

터의 일반 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 

는 싸인 평면 의 주 수이며, 는 Gabor 필터의 

방향성, 는 x와 y축을 감싸는 Gaussian의 편

차를 의미한다. 

원 영 상원 영 상

  

[그림-1] Gabor 필터를 이용 Convolution한 상 

[그림-1]에서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주 수 0.1로, 

방향(4개 각도)과 Gaussian의 표  편차의 변화에 

따른 밴드 수(5개)의 조합으로 20개의 Gabor 필터를 

생성, 홍채 상에 해 Convolution하 으며, 20개의

Convolution한 상에 한 평균  분산을 특징 벡

터로 사용하고, 20개 상 각각을 4개의 부 상

(Subimage)로 나 어 각 부 상들의 평균  분산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여 200차원의 특징을 구성하 다.

2.2 Laws 필터

Laws 필터는 텍스쳐 기반 상 분석에 사용하기 

한 것으로 1차원 필터의 벡터수에 따라 3, 5, 7개

로 나 어지는데, 사용결과에 있어서는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벡터수 5개로 구성된 1

차원 필터 L5 = [1 4 6 4 1], E5 = [-1 -2 0 2 1], 

S5 = [-1 0 2 0 -1], W5 = [-1 2 0 -2 1], R5 = [1 

-4 6 -4 1]를 L5L5, L5E5, L5S5, ... ,R5R5의 순으로 

조합하여 25개의 2차원 필터를 생성, 이를 홍채 상

에 해 Convolution한 후, 실험을 통해 변별력이 

없는 5단계의 필터(L5L5, L5W5, S5S5, W5L5, 

R5R5)를 제외한 20개의 상에 한 평균  분산

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고, 20개의 상을 각각 4개

의 부 상으로 나 어 각 부 상들의 평균  분산

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여 200차원의 특징을 구성하

다. [그림 -2]는 Laws 필터에 의해 필터링된 홍채

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 영 상원 영 상

[그림-2] 홍채 상에 해 Laws 필터를 이용 

Convolution한 상

2.3 Wavelet 변환

 본 실험에서 특징추출을 해 Wavelet 변환을 이

용하 는데 특히 다양한 Wavelet 변환 에서 Haar 

Wavelet을 사용하 다. Pixel 배열의 행벡터와 열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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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하여 고 역  역 통과 필터링을 통하

여 홍채 상 Data를 4개의 부 상으로 분해한다. 

[그림-3]에서 같이 원 상을 1단계 분해하면 고주  

성분의 상과 주  성분의 상이 얻어지게 되는

데 고주  성분은 분해방향에 따라 수평 H, 수직 V, 

각선 성분 D의 부 상을 얻을 수 있다. 본 실험에

서는 3단계 Wavelet 분해를 통해 얻어진 부 상  

[그림-3]에서 같이 112 ×16 크기의 부 상 4개, 56 ×

8 크기의 부 상 4개, 28 ×4크기의 부 상 12개의 

각각 평균과 분산을 특징 벡터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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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avelet 변환을 통한 특징추출 과정

    

원 영 상원 영 상

[그림 -4] Wavelet 분해로 얻어진 부 상

2.4  DLDA(Direct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기존의 LDA방법은 차원으로 데이터를 투 하

기 해 먼  PCA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LDA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PCA 단계에서 별에 유

용한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다. DLDA의 핵심은 가

장 별력이 있는 정보를 포함한 의 공간(Null 

Space)은 버리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Class Scatter 사이의 공간을 버리는 것이다[5].

각 Scatter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여기서 는 Class  의 특징벡터 수, 는 Class  

의 평균, 는 역평균, 그리고 는 체 Class의 

수이다. DLDA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

력 Data의 차원이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당하게 

축소되므로 두 산포행렬(Scatter Matrices)이 무 

커서 장하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  어려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먼  행렬에 해 행렬를 

찾아 각화하면       이다. 

여기서 V 의 열은 의 고유벡터이고 는 감소 
순서에서 의 고유값을 포함하고 있는 각 행렬이

다. 체 Scatter의 값이 0이어서  별력을 행

사하지 못하는 투 방향으로 0을 가진 고유값과 고

유벡터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5]. 는 감소 순서

에서 의 0이 아닌 개의 고유값을 포함하고 의 

열은 상응하는 고유벡터를 포함할 때, V 의 첫 번째  
m개의 열벡터를 Y 로 놓으면
           ×   이다.  

다음 단계로     로 하면 

                이다.

    일 때 행렬    를 각화하면

               이다. 

여기서 의 각 요소를 정렬시킨 후 상응하는 

고유벡터와 함께 최상 에 있는 고유값을 버릴 수 

있으며, 이 게 얻어진 변환 행렬로부터  × 의 특

징 벡터를 × 의 특징벡터로 변환시킨다.

                       

3. 실험 결과  분석

 상의 크기는 256 그 이 값을 가지는 320 X 

240픽셀의 크기이고, 정규화된 홍채 상의 크기는 

225 X 32픽셀의 크기이다. 본 실험의 데이터는 149

명으로부터 획득한 1,490개의 정규화 된 홍채 상

으로 데이터를 구성하 다. 학습과 테스트를 해 

각 개인당 각각 5장의 상을 임의 으로 선택했으

며 각 실험은 최소 50번씩 반복을 하 다. 추출된 

특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먼  SVM을 사용

하 으며 사용된 커 은 RBF 커 이다. Gabor 필터

를 사용하 을 때 97.0%의 인식률을 보 으며, 

Laws 필터와 Wavelet의 경우 각각 90.8%와 88.6%

의 인식률을 보 다. 특징 차원의 축소를 통한 성능 

향상을 실험하기 해서 먼  PCA로 특징벡터 수

를 조 하며 실험하 는데, Gabor 필터는 특징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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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45일 때 최  95%, Laws 필터는 특징 벡터가 

70일 때 80%, Wavelet 변환은 75일 때 84.8%의 인

식률을 나타내었다. 다음 [표-1] 은 SVM 과 PCA를 

비교한 결과이다.

구  분 SVM PCA

Gabor filter 97.00% 95.00%

 Laws filter 90.80% 80.00%

Wavelet 88.60% 84.80%

[표-1] SVM과 PCA의 인식 결과 비교

[표-1]에서와 같이 SVM이 우수한 인식 문제 해

결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텍스쳐 분석

기법에 의한 특징추출 방법론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PCA 방법론은 이 보다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보 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일반 인 텍스쳐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특징추출 방법을 보완해 주

기 한 별도의 추가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 인 아닌 특징추출 방법을 보완해주기 해 각각

의 특징추출 방법에 DLDA기법을 용하여 인식률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 다. 다음 [표-2]는 SVM, 

PCA의 결과와 DLDA를 비교한 결과이다.

구  분 SVM PCA DLDA

Gabor filter 97.00% 95.00% 98.96%

 Laws filter 90.80% 80.00% 98.92%

Wavelet 88.60% 84.80% 96.58%

[표-2] SVM과 PCA  DLDA의 인식 결과 비교

Gabor 필터는 특징벡터수가 50일 때 98.96%의 높은 

인식률의 향상을 보 으며, Laws 필터와 Wavelet의 

경우에도 DLDA 기법의 사용을 통해 각각 98.92%(특징 

벡터수 60)와 96.58의 우수한 인식률 향상을 보 다. 

4. 결  론

본 실험을 통해 특징추출 방법에 합한 인식방법

을 결합시켜야 최 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으며, 최

의 인식 방법으로 리 알려진 SVM의 경우에도 

특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최 이 아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

인 텍스쳐 분석 기법에서 사용되는 특징추출 방법론

을 통해서 홍채인식시스템에 용하고자 할 경우 커

 Method를 사용하여 특징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

서 선형 으로 분류 가능하도록 한 SVM보다 

한 차원의 축소를 통해서 얻어진 특징을 별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 한 최 이 아닌 특징추출 방법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추가를 통해 인식률의 향상

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사용이 비

교  간단한 Laws 필터의 경우 Gabor 필터에 비

하여 텍스쳐 분석 능력이 낮으나 DLDA와 같은 추

가 인 특징 추출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식률을 나

타낼 수 있는 홍채 특징추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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