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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차세  인증 방법으로서 기존의 인증 시스템에서 진 으로 사

용되고 있는 인증 방법이다. 재 부분의 생체인증 시스템은 단일 생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 단
일 생체인증 시스템은 노이즈로 인한 문제, 데이터의 질에 한 문제, 인식률의 한계 등 많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다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이 있다. 
다  생체인증 시스템은 각각의 정보에 한 information fusion을 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 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한다. information fusion 방법들 에서도 Rank-level fusion 방법은 

표 화 작업이 필요하고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갖는 Score-level fusion방법의 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가 높게 향상된 Rank-level fusion 방법을 제안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낮은 정확도를 갖는 matcher를 사용하더라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을 실험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1. 서론

  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사용자 인증 방

법은 패스워드나 PIN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망각, 분실 

등의 이유로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망각  분실의 문제가 없어 앞

서 언 한 방법에 비해 높은 보안 성능을 제공할 수 있

다.[8]

  재 부분의 생체인증 시스템은 단일 생체정보를 이

용하고 있는데, 노이즈로 인한 문제, 데이터의 질에 한 

문제, 인식률의 한계 등 많은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다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사

용자 인증 방법이 있다.

  다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경우, 

information fusion 과정이 필요하다. information fusion은 

아래와 같이 5가지 level에서 수행될 수 있다[1].

 • Sensor-level

 • Feature-level

 • Score-level

 • Rank-level

 • Decision-level

  Sensor-level과 Feature-level에서 information fusion을 

수행할 경우, 각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체정보간의 호환성이 낮고 호환성이 높은 생체정보라도 

information fusion을 하는데 있어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비효율 이다.

  Score-level에서 information fusion을 수행할 경우, 높

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각 matcher들의 score값들이 

서로 이질 이기 때문에 정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

지만 score를 정규화하기 한 방법들은 높은 계산 복잡

도를 갖기 때문에 비효율 이다.

  Decision-level에서 information fusion을 수행할 경우, 

계산 복잡도가 앞선 방법들에 비해 낮지만 fusion에 사용

할 수 있는 information이 심각하게 기 때문에 fusion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information을 얻게 된다.

  Rank-level에서 information fusion을 수행할 경우, 

Score-level에서 fusion을 하는 것만큼의 정확도를 갖는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고, Decision-level에서 fusion을 

하는 것만큼의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갖는다. 한 정규화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체정보를 보다 쉽

게 결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Rank-level fus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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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고, 인식률이 낮은 matcher를 사용하더라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Rank-level fusion 

방법을 소개한다.

2. 배경지식

2.1. 알고리즘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기 해서 먼  

이미지에 한 특징 들을 추출해야한다. 이 논문에서

는 특징 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으로 Daugman’s iris 

recognition[2] 방법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

ent Analysis)[3]을 사용한다.

2.1.1. Daugman’s iris recognition

  Daugman이 제안하는 홍채인식 알고리즘은 먼  노

이즈를 제거하기 해 이미지에 한 Gaussian bluri-

ng을 용한다. 노이즈를 제거한 이미지에 아래의 수

식과 같은 Integro-differential operator를 이용하여 홍

채의 바깥쪽 경계와 안쪽 경계를 찾는다.

   



  홍채의 경계를 찾기 해 심과 반지름을 바꿔가면

서 원주에 해당하는 픽셀들의 단 길이 당 합의 변화

량이 가장 큰 곳으로 동공  홍채의 경계를 찾는다. 

경계를 찾은 뒤 rubber sheet 방법을 이용하여 원 모

양의 홍채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정규화 시킨다. 정

규화 된 이미지에 2D Gabor wavelet을 사용하여 홍채 

코드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홍채 코드와 

장된 홍채 코드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해  거리측

정 방법을 사용한다. 두 홍채 정보들의 유사도 값이 

사 에 정해진 임계값 이상이 되면 동일인으로 단하

고, 그 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고 단한다.

2.1.2.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은 개의 주어진 이미지들의 일차결합

으로 주성분을 구성하고, 분산이 큰 순서 로 제   주

성분, 제   주성분, ..., 제   주성분을 구하여 개의 

주성분으로 체 이미지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체 이미지 개수가 개라 하자.

 

  
 




  


  여기서 는 공분산행렬, 는 체 이미지에 한 

평균이다. 를 개의 가장 큰 고유

값에 응하는 개의 고유벡터라 하자. 그러면 원래 

이미지 집합 에 해서 그에 응하는 특징벡터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번째 matcher에 할당된 가 치를,  는 

번째 사람에 한 번째 matcher의 우선순  값을, 는 

번째 사람에게 부여된 새로운 우선순 를 나타낸다.

  로그함수(log(x+1))의 그래 는 0으로 가까이 갈수록 함

수 값이 가 르게 감소하고,  멀어질수록 함수 값이 

부드럽게 증가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일

부 범 에서 우선순  값을 확  는 축소시켜 효과 인 

새로운 우선순 를 생성할 수 있다. 한 가 치를 우선순

에 곱하여 보다 정확한 새로운 우선순 를 생성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방법

Desktop

운 체제 Window 8.1K 64bit

CPU Intel Core i7-4790 3.60GHz

RAM 8.00GB

Matlab

버 R2015a(Win_64bit)

Dataset

이름 CASIA

버 V3

<표 1> 실험 환경  실험 데이터 정보

  Rank-level fusion 방법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해서 먼

 Daugman의 알고리즘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우선순 를 부여한다.

① 임의의 홍채 이미지를 선택한 뒤, Daugman의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미리 생성한 템 릿과 비교하 을 때 유

사한 홍채 이미지에 해서 유사한 순서 로 우선순

를 부여한다. 

② 주성분 분석을 통해 Daugman의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생성되는 홍채 코드에 한 특징벡터들을 추출해낸

다. 추출된 특징벡터들을 유클리디안 거리측정 방법을 

이용해 임의의 홍채 코드들과의 거리를 잰다. 유클리디

안 거리가 가까운 홍채 코드들에 해 거리가 가까운 

순서 로 우선순 를 부여한다.

  ①과 ②에서 생성한 우선순 를 이용하여 기존 

Rank-level fusion 방법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Rank-level fusion 방법의 정확도를 비교실험 하 다. 단, 

D는 Daugman의 알고리즘을 의미하고 P는 주성분 분석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가 치는 각각 0.95, 0.05로 

설정하 다. 즉 =0.95, =0.05로 설정하 다. 이 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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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유는 가 치를 변경하면서 많은 실험을 한 결과 

0.95, 0.05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다. 한 Logistic 

Regression, [7] 방법의 가 치도 각각 0.95, 0.05로 설정하

고, [5] 방법의 가 치는 각각 0.42, 0.05, 0.53으로 설정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Case 1) D

 Case 2) P

 Case 3) D + P + Highest Rank

 Case 4) D + P + Borda Count

 Case 5) D + P + Logistic Regression

 Case 6) D + P + Mixed Group Rank

 Case 7) D + P + Inverse Rank Position

 Case 8) D + P + Nonlinear Weighted

 Case 9) D + P + Proposed method

알고리즘  fusion 방법 인식률 (%)

Daugman의 알고리즘[1] 94.59

주성분 분석[3] 27.77

Highest Rank[4] 65.54

Borda Count[4] 66.89

Logistic Regression[4] 94.59

Mixed Group Rank[5] 94.59

Inverse Rank Position[6] 91.22

Nonlinear Weighted[7] 91.89

Proposed method 95.27

<표 2> 알고리즘  fusion 방법의 인식률

fusion 방법 소요시간 (s)

Highest Rank × 

Borda Count × 

Logistic Regression × 

Mixed Group Rank × 

Inverse Rank Position × 

Nonlinear Weighted × 

Proposed method × 

<표 3> fusion 방법에 따른 소요시간

  기존에 제안된 Rank-level fusion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

운 우선순 를 생성한 뒤 Daugman의 알고리즘과 비교하

을 때, 인식률이 약 3%에서 30%정도 낮다. 이는 fusion

을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matcher들 에서 인식률이 

상 으로 무 낮은 matcher를 사용하면, fusion을 하더

라도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usion 방법은 인식률이 

낮은 matcher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인식률을 향상시키

는 결과를 보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할 때,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하는 information fusion 

방법들  하나인 Rank-level fusion 방법을 소개하 다.

  일반 으로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할 경우, 

information fusion을 하면 인식률이 향상된다. 하지만, 본 

논문과 같이 사용되는 matcher  인식률이 낮은 

matcher를 사용하게 되면 information fusion을 하더라도 

인식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서도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Rank-level fusion 방법

을 제안하 으며, 이는 기존의 Rank-level fusion 방법들

의 계산복잡도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식률이 낮은 

matcher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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