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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fingerprint image registration 
method. In the fingerprint system, the insufficiency of mutual 
information between a template and a query fingerprint is one 
of major factors to deteriorate recognition performance. To 
overcome this problem, we need to register multiple 
impressions and integrate their information. Our method 
matches the ridges from multiple impressions recursively and 
then registers the impressions to minimize the registration error 
calculated from the Distance map. Our method use regularized 
TPS model as the transformation model to compensate for the 
plastic deformation. We compare our method with 3 prior arts 
(ICP, Distance Map, Ross’s method). Our registration error and 
its’ variance is the smallest and also the average registration 
error is below 3 pixels. 

 
I. 서론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등록된 지문과 인식 시 취득되는 지문간의 

상호 정보의 부족이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영상 취득 

시 달라지는 손가락의 위치와 센서 크기의 소형화에 

의해 기인한다. 특히 요즘은 응용 분야확대를 위해 

센서의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지정 생체인식연구센터

(BERC)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 시 

다수의 영상을 입력 받아 이를 융합함으로써 정보량을 

늘리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지문의 정보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지문들의 좌표 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변환 식을 구해야 하는데 변환 식의 종류에 따라 

표 1 과 같이 변위와 회전만을 고려한 선형변환과 

지문이 센서에 접촉 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왜곡을 

고려한 비 선형변환이 있다. 

표 1. 지문 정보 융합 방법 
저자 변환식 종류 알고리즘 참고문헌
Jain 선형 ICP 1 

이동재 선형 거리지도 2 
Ross 비 선형 TPS 3 
Our 비 선형 TPS  

선형변환을 이용한 방법에는 Jain 교수가 사용했던 

ICP(Iterative Closest Points)방법과 이동재 박사과정이 

사용했던 거리지도(Distance Ma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2]. 비 선형 방법에는 Ross 교수가 사용했던 

TPS(Thin Plate Spline)방법이 있는데 Ross 교수는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을 정합하고 정합된 특징점과 

연결된 융선들을 정합하여 영상간의 상호 일치점들을 

구하고 이를 통해 TPS 의 계수 값들을 구했다[3]. 

기존의 선형 방법들은 지문 취득 시 발생하는 비 

선형 왜곡을 고려하지 않아 영상간의 좌표 계를 

점진적 융선 정합을 통한 지문 영상 정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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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킬 때 정렬(alignment)오차가 크다. 또한 Ross 가 

제안했던 비 선형 방법도 정합된 특징점의 수가 적거나 

특징점들이 잘못 정합된 경우에는 정렬오차가 커지게 

된다. 

기존의 방법들은 정렬오차가 커서 영상 자체를 

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추출된 특징점들만 

융합한다. 이는 원래 지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비 선형 

모델을 적용하여 영상을 정밀하게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들과 정확성을 비교 

실험하였다. 

본 논문은 총 4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실험 결과 4 장에서는 결론을 언급한다.  

 

II. 지문 영상 정렬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도 Ross 교수가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게 융선을 정합하고 정합된 융선을 

통해서 얻은 일치점들로 TPS 모델의 계수 값을 

계산한다. 하지만 정합된 특징점과 연결된 융선 뿐만 

아니라 다른 융선들도 점진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두 

영상간의 비 선형 변환을 정확히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전개도는 그림 1 과 같다.  

 

2.1 전처리 
 

우선 융선을 정합하기 이전에 정확히 융선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Gabor 필터를 사용하였다[4]. Gabor 필터 시 Gabor 필터의 

주파수가 잘못 추정되었거나 영상의 잡음으로 인해 

검은 융선 부분에 흰색 구멍(hole)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흰색 영역 찾아내어 이 중에 

면적이 작은 것은 잡음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이 후에 세선화 과정을 거쳐 융선을 획득한다. 

세선화된 융선에도 영상의 품질에 따라 그림 2 과 같이 

의사 융선(False Ridge)들이 추출될 수 있는데 이 또한 

각 융선의 길이와 다른 융선과 연결된 관계를 고려해 

제거한다. 이렇게 얻어진 융선 정보를 이용해 각 지문 

영상마다 정규화된 거리지도 (Normalized Distance 

Map)을 생성한다. 거리지도는 영상의 각 픽셀에서 가장 

가까운 융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2]. 본 논문에서는 

이웃하는 융선 간의 최단거리가 2 가 되도록 즉 

거리지도의 값이 0∼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하여 

사용한다. 정규화된 거리지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지문 영상을 정렬 시 정렬오차를 

거리지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일반 거리지도를 

사용할 경우 융선 간의 간격이 큰 영역에서는 오차가 

커지고 융선 간의 간격이 좁은 영역에서는 오차가 

적어져 두 영상을 고르게 정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문 인식 시 특징점과 함께 

거리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융선의 간격이 

달라서 그 간격이 좁은 사람의 경우 융선의 불일치도가 

낮아져 잘못인식 될 수 있다. 지문 영상에서 세선화된 

융선정보와 정규화된 거리지도를 얻으면 이 정보들을 

이용해 지문 영상을 정렬한다.  

 
그림  1. 알고리즘  전개도   

 
그림  2. 의사  융선  제거  

 
2.2 영상 정렬(Image Alignment) 

 

두 영상을 정렬하기 위해서 우선 특징점을 

정합하고 특징점과 연결된 융선을 정합하여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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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점 쌍을 구한다. 융선을 정합하는 방법은 

DP(Dynamic Programming) 정합방법을 사용하여 융선 

상의 정합될 점들 간의 거리와 각도의 차가 최소가 

되도록 정합한다[5]. 정합된 특징점 쌍에는 잘못 정합된 

특징점 쌍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치점 쌍이 많을수록 두 지문의 

정렬오차가 감소하므로 일치점 쌍을 제거 시 

정렬오차가 오히려 감소하면 이는 잘못 일치된 점으로 

판단하고 제거한다. 융선 i 에 대한 정렬오차는 식(1)과 

같다. 

1 2( ) ( ) ( )P
T P cE i w RE i w E i= +   (1) 

( )
'

1

1( ) ( )
( )

c
pN i

p Q pc
np

RE i D x
N i =

= ∑   (2) 

11( ) ( ( ))
( )

P
c p pP

c

E i x F F x
N i

−= −∑  (3) 

식 (1)에서 w 는 가중치이며 ( )pRE i 는 영상 P 의 

융선 i 에 대한 정렬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 )p
cE i 는 

구해진 변환식이 얼마나 일관성(Consistency)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식(2)의 DQ 는 이미지 Q 의 정규화된 

거리지도이고 ( )P
cN i 는 영상 P 의 융선 i 의 점들 중 

영상 P 와 Q 의 공통영역에 속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
px 은 식 (3)의 변환식 F 에 의해 변환된 

좌표이다. 정합된 융선 쌍 각각에 대해 정렬오차를 식 

(1) 통해 구한 후 정렬오차가 큰 순서대로 정렬하고 

정합된 융선 쌍의 정합 후와 전의 전체 오차의 증감에 

따라 잘못 정합된 융선 쌍을 제거한다. 전체 오차는 

식(4)와 같다. 

1 2( ) ( )P Q
T P Q c cE w RE RE w E E= + + +  (4) 

( ( )), ( ( ))P P
P P c cRE Avg RE i E Avg E i= =  (5) 

전체오차는 영상 P 를 Q 의 좌표로 반대로 영상 

Q 를 P 의 좌표로 정렬 시의 정렬의 정확도와 일관성 

오차를 합한 것이다. 위의 식을 통해서 잘못 정합된 

특징점과 융선의 쌍을 제거한 결과는 그림 3 에 

나와있다. 그림 3 에서 영상 융합은 영상 P 와 영상 

Q 의 융선을 겹쳐서 그린 것이다. 초기의 일치점들을 

구하면 이를 기준으로 영상 P 의 융선들 중에 식 (1)의 

오차가 임계치 이상이고 기존의 일치점들과 거리가 

가장 가까우며 길이가 50 화소 이상인 융선을 선택하여 

영상 Q 에서 선택된 융선과 정합될 후보들을 찾고 

정합한다. 이때 전체 오차가 감소되면 변환식을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 융선과 정합한다. 

변환식 F 는 지문의 비 선형 왜곡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규화된 TPS(Thin Plate Spline) 모델을 사용한다[6].  

위의 과정을 식 (6)의 종료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고 최종 오차 C
TE 와 각 융선의 오차 

( )C
TE i 가 임계치 이하이면 영상 정렬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임계치는 실험에 의해 구할 수도 있지만 

정규화된 거리 정렬지도의 최대 평균오차가 1 이므로 

각 융선의 오차가 0.3 이하이면 각 융선들이 특정 

융선과 서로 정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4 에서 

융선의 색이 파랑, 연두, 빨강 색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각 융선의 오차를 표시한 것으로 파랑색 일수록 

오차가 적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는 알고리즘을 

수행함에 따라 지문 영상에서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 

그 오차가 감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th1 or  ( ) th2C P C
T T TE E i E i− ≤ ∀ ≤  (6) 

 
그림 3. 잘못 정합된 융선 보정 예  

영상 정렬 과정이 완료되면 두 영상의 융선을 

융합하거나 영상 자체를 융합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문 영상 정렬 방법에 관한 논문이므로 융선을 

융합하는 방법이나 영상을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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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고리즘 수행과정에 따른 오차 감소 예  

 
그림 5. 알고리즘 별 정확도 비교 영상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지문 영상은 100 개의 지문에 

대해 2 장씩 니트젠 광학식 센서(FDU 01)로 취득했다. 

각 영상 쌍 마다 수작업으로 일치점 10 쌍씩을 찍고 

ICP, 거리지도, Ross 가 제안한 방법, 그리고 본 논문의 

알고리즘의 비교했다. 

표 2. 알고리즘 별 영상 정렬 오차 비교 
 최소오차 최대오차 평균오차 오차의분산

거리지도 15.841 36.861 25.713 150.222 
ICP 6.672 25.407 15.503 110.540 
Ross 0.683 13.691 4.050 41.029 
Our 0.686 7.008 2.955 5.220 

표 2 에서 각 오차는 100 쌍의 지문에 대한 

평균치를 구한 것으로 지문 영상을 정렬 후 수작업으로 

찍은 일치점의 거리를 구해서 화소 단위로 표시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가장 오차가 적고 

오차의 분산도 적다. 또한 오차가 작아 이 오차는 

수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은 각 알고리즘 별로 두 영상을 정렬 시킨 

결과로 예시 된 두 영상간에 비 선형 왜곡이 심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방법들은 이렇게 비 선형 왜곡이 심한 

영상에서는 정렬 오차가 큰 반면 제안한 방법 거의 

정확하게 두 영상을 정렬 시켰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문 영상 정렬 방법은 비 

선형 왜곡을 고려하여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거의 오차가 없도록 두 영상을 정렬 할 수 있고 정렬 

시 정규화된 거리지도를 사용하여 지문의 영역별 융선 

간격의 차이에 상관없이 고르게 영상이 정렬되도록 

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오차가 커서 단지 특징점 

정보만을 융합 할 수 있었지만 제안한 방법은 융선이나 

영상 자체를 융합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지문인식과정에서 특징점이외에 융합된 융선정보등을 

이용하여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 수사 

시 단편적인 잔여지문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큰 

지문영상을 얻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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