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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맥을 이용한 생체 인식 방법은 신체의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사용 편의성과 변조의 위험

이 적어 인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 정맥 영상을 통한 스푸핑 공격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정맥 영상과 가짜 정맥 영상을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맥 데이터의 마디와 뼈의 밝기 차이를 이용해 진짜 정맥 영상과 가짜

정맥 영상을 구분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1. 서론

생체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로 변

형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따라서 얼굴,

음성, 홍채, 지문 등 많은 생체 인식 기술들이 계속

해서 연구되고 있다 [2]. 하지만 생체정보의 노화나

질병에 따라 인식률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마다 고유하고

노화나 질병의 위험이 없는 정맥 생체정보를 이용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하지만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프린터만을 사용하여 만든 위조 정

맥이 정맥 스캐너를 통해 인식될 수 있음이 밝혀졌

다 [4][5]. 따라서 정맥 인식에 안정성을 위해 가짜

정맥 데이터와 진짜 정맥 데이터를 구분하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정맥 데

이터의 평균 프로파일을 통한 특징을 분석해 기준을

세우고 가짜 정맥 데이터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연구

한다.

2. 본론

손가락에는 마디와 뼈가 분포하는 부분이 있고 마

디에는 연골이 존재한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손가락을 촬영하면 그림 1에서 보는것과 같이 두

부분에는 밝기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가짜 정맥 데이터와 진

짜 정맥 데이터를 구분한다.

(그림 1) 손가락 정맥 영상의 예

손가락 정맥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밝깃값에

따른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각 영상 데이

터의 크기를 조절하고 열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여

하나의 가로 방향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지역적 노

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13 샘플 크기의 평균 필터링

을 수행한다. 필터링 이후에도 지역적 노이즈가 남

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 세 개 샘플값과의 차이

를 통한 1차 미분을 수행하고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

는 지점을 변곡점으로 검출한다.

검출된 변곡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조건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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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짜 정맥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조건으로 전체 변곡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

이상이면 가짜 정맥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히스토그

램 분석 결과 진짜 정맥 데이터의 경우 변곡점이 일

정 수 이상 나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조건은 처음 변곡점이 추출되는 지점을

기반으로 정의되었다. 진짜 정맥 데이터는 프로파일

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손가락 마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 번째 변곡점까지의 길이가 짧을수

록 가짜 정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가정하고 조건

을 정의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진짜 데이터 5,732개, 가짜 데이터

5,716개로 실험을 진행했다. 평균 필터링을 적용해

변곡점을 표시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건의 기준을 설정했다.

(a)

(b)

(그림 2) 밝기 프로파일과 변곡점의 추출 예. (a) 진

짜 손가락 정맥 영상. (b) 위조된 손가락 정맥 영상

조건 1의 경우 전체 변곡점 수에 대해서 판별할 기

준을 정하기 위해 각 데이터의 변곡점의 수를 히스

토그램으로 표현했다. 그림 3과 같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진짜 정맥 데이터의 경

우 변곡점이 최대 17개가 나오며 가짜 정맥 데이터

의 경우 변곡점이 30개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1을 이용하여 변곡점 개수

기준을 20개로 지정했다.

(그림 3) 데이터별 변곡점 개수 히스토그램

그림 2의 활동을 통해 가짜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

보다 첫 변곡점이 추출될 때의 거리가 짧은 것을 확

인했다. 따라서 조건 2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변곡

점이 처음으로 나오는 픽셀의 값을 도출해 히스토그

램으로 나타냈다. 그림 4와 같이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진짜 정맥 데이터는 25픽셀 이후 첫 변곡점이

도출되는데 반해 가짜 데이터는 넓게 분포돼있는 것

을 확인했다. 따라서 조건 2를 이용하여 변곡점이

도출되는 첫 픽셀의 값을 25로 지정했다.

(그림 4) 데이터별 첫 변곡점 발생위치 분포

다른 데이터셋 중 진짜 데이터 15942개, 가짜 데

이터 18804개로 기준에 맞춰서 정확도를 측정했다.

정확도는 표 1과 같이 도출되었다.

구분 조건 1 조건 2 조건 1+2

정확도(%) 98.83 51.33 99.76

<표 1> 기준의 정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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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경우 직접 변곡점의

평균을 구하여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

터에 적용할 경우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더 정확한 분류를 위해 세로 방향 프로파일과

가로 방향 프로파일에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

용되는 SVM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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