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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extracts invariant iris 
codes from user’s iris pattern in order to apply these codes to a 
new cryptographic construct called fuzzy vault. The fuzzy vault, 
proposed by Juels and Sudan, has been used to manage 
cryptographic key safely by merging with biometrics. Generally, 
iris data has intra-variation of iris pattern according to sensed 
environmental changes, but cryptography requires correctness.   
Therefore, to combine iris data and fuzzy vault, we have to 
extract an invariant iris feature from iris pattern. In this paper, 
we obtain invariant iris codes by clustering iris features 
extracted by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ICA) transform. 
From experimental results, we proved that the iris codes 
extracted by our method are invariant to sensed environmental 
changes and can be used in fuzzy vault. 

 

I. 서론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 키를 이용하여 중요한 데이터

를 암/복호화(encrypt/decrypt)하는 방법으로 정보가 안전

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암호 키의 보안이 반드시 필요

하다. 기존에는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방식(password-

based authentication)을 통해 저장장치에 저장된 암호 키

를 생성함으로써 암호 키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패스워드가 타인과 쉽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 키가 허가 받지 않은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 문제는 타인과의 공유가 힘

들고, 분배와 복사가 어려운 생체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된다[1-2]. 최근 암호 키(cryptographic key)를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학적 방법과 생체정보

가 결합된 암호화-생체인식 시스템(crypto-biometric 

system)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Juels 와 Sudan 이 제안한 암호화 구조인 

퍼지볼트(fuzzy vault)와 홍채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환경변화에 의한 가

변성이 존재하는 홍채정보로부터 퍼지볼트에 적용하기 

적합한 고유한 홍채특징을 얻는 것이다. 

 

II. 본론 
 

퍼지볼트 구조[3]는 그림 1 과 같이 홍채코드를 이용하

여 암호 키를 암/복호화하는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암호화할 때는 암호 키를 인코딩(encoding)하여 다

항식을 생성한다. 다항식 p 에 홍채영상에서 얻어진 집

합 A 의 원소들인 홍채코드들을 대입하여 다항식 위에 

존재하는 점들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그 점들 p(A)에 

다항식과 무관하게 임의로 생성된 잡음 점들(chaff 

points)을 삽입하여 볼트(vault)를 생성한다. 여기서 잡음 

점들은 암호 키와 사용자의 홍채정보를 보호해주는 역

할을 한다. 복호화 과정에서는 새롭게 얻어진 사용자의 

홍채코드들을 이용하여 볼트 안에 있는 다항식 위의 점

들 p(A)를 식별하고, 이 점들로 다항식 p 를 재생성하여 

퍼지볼트 기반의 암호 키 생성을 위한 불변 홍채코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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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암호 키를 얻는다[3]. 여기서 동일인의 홍채

코드들 사이에 변화되는 정도는 퍼지볼트 내에 있는 오

류정정부호(error-correcting code)에 의해 정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자신의 홍채를 이용하여 언제나 동

일하게 자신의 암호 키를 생성하게 된다. 

 
(a) 

 

(b) 

그림 1. 홍채와 퍼지볼트가 결합된 전체 시스템 블록

도: (a)암호화 과정, (b)복호화 과정 

본 논문에서는 퍼지볼트에 적용 가능한 불변 홍채코드

들을 생성하기 위해 ‘홍채코드 기반 생체 고유키 추출

에 관한 연구[2]’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이 독립성분분

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홍채특징

을 추출하고, 추출된 홍채특징의 가변성을 줄이고자 군

집화(clustering)를 한다[2, 4, 5]. 여기서 사용한 홍채

특징은 ICA 계수 값을 부호에 따라 이진화한 홍채코드

이다. 군집화할 때 홍채코드 사이의 유사도는 해밍 거

리(hamming distance)로 측정된다. 그림 1(a)의 집합 A 를 

생성하기 위해 하나의 정규화된 홍채영상을 16 개의 블

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에서 추출된 홍채특징을 군집

화하여 클러스터 맵을 생성한다. 각 군집(cluster)의 대

표값이 본인의 불변 홍채코드가 된다. 그림 1(b)의 집

합 B 를 얻기 위해서는 한 장의 테스트 영상에서 얻어진 

16 개의 홍채코드들을 클러스터 맵에 분포시켜 유사도

가 가장 큰 군집의 대표값을 본인의 홍채코드로 설정한

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홍채영상은 접근식 홍채인식장비

에 의해 획득된 BERC_IRIS_DB1[6]으로 80 명의 홍채에 

대해 각 10 장씩 총 800 장의 홍채영상을 사용하였다. 

이 영상들은 등록에 사용될 홍채영상과 인증에 사용될 

홍채영상 간의 회전 또는 이동에 의한 가변성을 보정하

기 위해 모두 사전에 정합되었다. 

실험결과로 한 홍채영상에서 16 개의 홍채코드를 생성

하였을 때, 16 개의 홍채코드 중 평균 14 개의 홍채코드

가 자신의 것으로 생성되었다. 여기서 발생되는 2 개의 

오류는 퍼지볼트 내에 있는 오류정정부호인 리드-솔로

몬 부호화(Reed-Solomon Coding)에 의해 정정이 가능하

다. 따라서 리드-솔로몬 부호화에서 정정 가능한 오류의 

개수를 2 개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퍼지볼트 기반으로 

본인의 홍채로 본인의 암호 키를 얻게 된다. 

 

IV.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구조인 퍼지볼트와 홍채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불변 홍채코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홍채코드는 

퍼지볼트에 적용 가능한 고유한 값이 생성되므로 퍼지

볼트와 결합되면 안전하게 암호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생체인식 시스템이 된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홍

채코드를 직접 퍼지볼트에 적용하여 암호화-생체인식시

스템을 구현하고, 등록영상과 인증영상 간에 사전정합 

없이 회전과 이동에 의한 홍채정보의 가변성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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