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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맥인식을 위한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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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인식을 통한 개인 인증방법에는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등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인식을 통한 개인 인증 방법 중 우측 검지손가락 정맥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

다. 적외선 LED 8개를 이용하여 적외선을 손가락에 투과하여 CMOS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을 획득하

는 정맥인식장치를 개발하고 영상을 채집한다. ROI영역을 추출하여 손가락 정맥인식을 위한 영상부

분만 추출한다. 추출된 영상을 통하여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noise를 제거하고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통한 정맥영역을 부각시킨다. 특히 지역적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맥의 영역

을 찾는다. 지역적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한 영상을 이진화를 시키고 세선화를 통해서 이후 패터매

칭을 통한 개인 인증방법에 대한 전처리 영상을 구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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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체 인식 기술은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손
바닥, 손등의 정맥, 음성 인식, 성문, 귀의 모양,  
 필체, 서명, 키보드 타이핑 습관, 걸음걸이 습관

등 개인의 생리적 또는 행동상의 특징을 활용하

는 기술로서 생체 정보를 추출하는 하드웨어 기

술, 검색 및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을

위한HW 및 SW 시스템 통합 기술을 포함한다. 
생체 인식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생리

적 또는 행동상의 특징을 측정해 그 결과를 사

전에 측정한 특징과 비교하여 그 확실성을 결정

함으로써 개인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이

다. [1]
Ⅱ. 정맥 인식 장치

  지정맥 인식 장치의 원리는 적외선 LED를 이

용해서 신체에 투사하여 잔영을 CMOS센서 등을

이용하여 받아드리게 되면 혈관의 모습을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혈관의 모습이 보다 정

확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맥 인식 장치를 보

다 정밀하게 제작을 해야 한다.

그림 1. 정맥 인식 장치

  잔영을 받아드리는 CMOS센서의 근적외선 민

감도는 850nm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 제작한 정맥 인식 장치는 850nm
의 적외선 LED를 이용하여 혈관에 투사한다. 
  적외선 투과 방법에는 반사 방법, 투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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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반사, 앞면 투과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정맥혈관이 더욱더 명확하게 관찰되는 투과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지정맥

인식 장치는 USB(Universal Serial Bus)타입의

Quickcam ultra Vision을 사용하고 적외선 LED
는 KID-05BW85를 사용하였다. 

그림 2. 지정맥 인식 장치

  Quickcam ultra Vision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

라 컨트롤러는 Spca525a이며 이와 같이 사용된

CMOS센서는 OV9620이 사용되었다. OV9620센서

의 적외선파장대역의 민감도는 850nm에서 가장

민감하다.  

그림 3. OV9620센서 Series 민감도

  Ⅲ. 정맥인식 전처리 과정

  채집된 영상을 기반으로 손가락 영역만을 추

출해야한다. 채집된 영상의 에지 추출을 통해서

좌우 외각선 검출을 통해서 손가락 영역의 픽셀

을 구해낸다. 영상의 중심점을 바탕으로 좌우 70
픽셀씩 움직인 후 좌우 지점으로부터 전방향 30

픽셀을 검사하여 손가락의 영역을 추출해 낸다.

그림 4.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원본영상

  중심점을 바탕으로 전방에 위치한 손가락 끝

에 해당하는 픽셀을 구하여 70픽셀을 뺀 손가락

2번째 마디를 구해낸다. 

그림 5. 손가락 부분만 추출해낸 영상

손가락 부분만 처리해낸 영상을 이진화 처리를

위해서 혈관을 추출해야 한다. 
  혈관 추출을 위해서 가우시안 필터 된 영상을

원본영상으로 빼서 경계선을 추출해낸다. 

그림 6. 혈관 경계선 추출

손가락 부분에 위치한 정맥영상을 이진화를 통

해서 정맥 혈관을 처리한다. 이때 잡음처리와 혈

관의 연결을 위해서 침식, 팽창연산을 하여 비교

적 깨끗한 이진화 영상을 추출해 낸다.

그림 7. 이진화 된 영상

  이후 세선화 작업을 통해서 이후 연구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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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을 통한 개인 인증방법을 하는데 있어 적은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정맥인식을 통해서 개인을 인식하

는 기술을 위한 전처리 과정이다. 손가락 혈관을

촬영하기 위해서 CMOS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맥

인식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취한 원

본영상을 바탕으로 ROI과정, 에지추출과정, 침식

팽창연산과 이진화 처리를 통해서 개인인식알고

리즘의 바탕이 되는 과정을 구연하였다. 본 연구

를 바탕으로 패턴매칭을 통한 개인인증 방법을

연구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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