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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홍채코드는 홍채의 정보를 이진코드로 표 함으로써 홍채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재 홍채인식 시스템에서 표 으로 채택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1-D 가버 필터를 사용하여 홍채

코드로부터 역공학  방법을 사용하여 홍채 상을 복원하고, 복원된 홍채 상과 기존의 홍채 상의 

인식 결과를 통해 홍채 인식에 한 취약성을 연구한다.

1. 서론

   생체인식은 개인마다 다른 지문, 홍채, 얼굴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 방식이

다. 이러한 생체 정보들은 변경되거나 분실할 험성이 없

어 보안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생체인식 특성  

에서 홍채는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인다[1]. 한 

홍채는 각 개인 간에 상당히 고유한 정보를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2]. 홍채인식기술은 재 출입통제, 근태 리, 

빌딩통합시스템, 융자동화기기, 컴퓨터보안 분야, 자상

거래 인증, 공항정보 시스템 등 여러 보안 시스템에 용

되고 있다.

   홍채코드는 각 사람의 홍채 정보의 차별 인 특성을 

매우 효율 이고 간결하게 표 하기 때문에 홍채 인식시

스템에서 표 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홍채코드는  

원래의 홍채 이미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다[3]. 홍채코드는  상에서 

홍채를 분할 후에 일정한 크기를 갖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규화 한 후, 어떠한 유형의 필터링(ex, 가버 필터링)을 

수행하고, 양자화 하여 이진 코드(홍채코드)형태로 생성된

다.

   본 논문에서는 1-D 가버 필터로 형성된 홍채코드를 

역공학  방법을 통해 복원하여 원본 홍채 상과 인식여

부를 실험하여 홍채 인식기술의 취약성을 연구하고자 한

다.

2. 가버 필터

   본 논문에서는 홍채 상에서 홍채 특징을 추출하는 방

법으로 1-D 가버 필터를 사용하 다. 아래 식1,2와 같다. 

 




        식 (1)   

 




        식 (2) 

    

   식1은 상의 실수 값의 특징을 나타내는 필터식이고 

식2는 허수 값의 특징을 나타내는 필터식이다. 필터를 거

치고 나온 실수 값을 가지는 상과 허수 값을 가지는 

상은 양자화 하여 0 는 1값으로 변환 후 두 상을 교차

로 붙여 하나의 홍채코드 상으로 만든다.

그림 1 (a) 정규화된 원본 홍채 상, (b) 실수 값 특징, 

(c) 허수 값 특징, (d) 홍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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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원 방법

   홍채코드를 만드는데 쓰이는 가버 필터의 매개변수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역공학  방법을 통해 복원을 하

다. 홍채코드를 원본 상을 복원하기 해   식

을 사용하 다. 여기서  ,  , 는 각각 가버 필터, 원본

상, 홍채코드를 의미한다. 홍채코드는 이진형태로 양수

는 1, 음수는 0으로 표 되는데, 이를 양수는 1, 음수는  

–1로 변환하고 그림 2와 같은 행렬식을 통해 원본 상

을 추정한다.

그림 2 역 공학  행렬식 시 

   복원된 홍채 상 육안으로 봤을 때는 원본 상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인식기에서 

원본 홍채코드와 비교한 결과 약 90%이상의 일치율

을 보 다. 하지만 인식기의 상취득 단계에서는 

정규화 된 직사각형 상이 아닌  모양의 상을 

취 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 3과 같이 직교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가짜 홍채 상을 생성하 다.

그림 3 (a)복원된 홍채 상 (b)좌표계 변환된 홍채 상

     

3.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홍채 인식기를 

만들어 실험하 다. 해당 인식기는 홍채 분할, 정규화, 홍

채 특징 추출, 인식으로 구성하 다. 홍채 분할  정규화

는 도그만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4], 홍채 특징 추출은 

1-D 가버 필터를 사용하여 홍채코드인 이진코드를 생성

하 다. 그리고 마지막 인식단계에서는 비교하는 홍채코드

의 해 거리를 비교하여 인식여부를 정하 다. 해당 인식

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CASIA Database에서 100명

의 사람의 홍채를 사용 하여 아래의 그림 4,5와 같이 같은 

사람의 홍채 간의 비교와 다른 사람 홍채 간의 비교를 실

험하 다.

그림 4 같은 사람 홍채 간의 해 거리 비교

그림 5 다른 사람 홍채 간의 해 거리 비교

   같은 사람 홍채 간의 비교에서 해 거리는 0.19~0.36사

이로 평균 0.3의 해 거리 값을 가졌고, 다른 사람 홍채 

간의 비교에서 해 거리는 0.39~0.46사이로 평균 0.43값을 

가졌다. 와 같은 결과를 토 로 해당 인식기의 홍채코드

간의 해 거리 비교 인식 임계값은 0.38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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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상의 홍채코드를 복원하여 가짜 홍채 상을 

만들고 동일한 인식기에서 원본 상과 복원 상의 인식 

비교를 통해 복원 결과를 실험하 다. 인식 결과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원본 상과 복원 상 간의 해 거리 비교

   원본 상과 복원 상간의 해 거리는 0.3~0.38사이로 

평균 0.34의 값을 가졌다. 이는 인식 임계값 0.38으로 설정

된 해당 인식기에서 97%인식률을 보인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역공학  방법을 통해 홍채코드를 가짜 

홍채 상으로 복원하 다. 그리고 해당 상과 원본 상

의 비교를 통해 인식률을 실험하여 홍채코드로부터 홍채

상의 복원이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사용되고 있는 홍채

코드 시스템은 홍채 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

어 추가 인 보안 수단이 연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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