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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의 대중화와 각종 디지털 기기의 보급 및 네트워크의 발달로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처리

및 저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상 정보 유출 및 피싱, 해킹
등으로 인해 아이디/비밀번호와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강화되고 있는 보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홍채 인식은 최근들어 출입통제, 정보보안 등의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홍채 특징 추출

시 크기, 조명, 회전에 무관한 홍채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채크기 및 조명 문제는 전처리를 통

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회전에 무관한 홍채 특징 추출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 보정으

로 인한 인식률 및 속도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Zernike 모멘트를 통한 홍채특징 추출방법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생체인식이란 얼굴, 지문, 홍채, 망막, 손등혈관, 목

소리 등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 고유한 특징이나 서

명, 걸음걸이 방식등과 같은 고유한 행동 양식을 이

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체특징

은 모든 사람마다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을 위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홍채는 같은 사람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패턴이 다르며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홍채

패턴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홍채의

패턴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초기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두 번

째로 홍채 패턴은 만 3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형성

되고 외부적인 상해가 없다면 거의 불변이다. 이러

한 홍채의 장점의 이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Dugman[1][2], Wildes[3][4], Boles[5] 등에 의해 활

발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1993년에 영국 캠브리

지 대학의 J. Daugman에 의해 2차원 가버(Gabor)

변환을 기반으로 하여 홍채코드를 256바이트로 해밍

(Hamming) 부호한 결과를 특징으로 사용하는 알고

리즘으로 제안되어졌으며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은

이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 보정으로 인한 인식률 및

속도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Zernike 모멘트[6]를 이

용한 홍채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2. Zernike 모멘트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

2.1 홍채 추출
사용자로부터 얻은 홍채 영상은 홍채 인식을 위해

모든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홍채 영역만 추

출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은 홍

채의 중심을 찾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 홍채의

위치와 무관하게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홍채

의 중심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동공과

홍채영역에 대한 검출은 동공과 홍채정보를 모두 이

용한 원형경계 검출방법(Circular Edge Detection)을

사용하였다. 수식은 (1)과 같다.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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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영상을 라고 하면 원형 경계 검출기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원주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원주의 변

화값이 최대일 때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결정하

는 식이다. 그리고 은 Gaussian smoothing 함

수이다. 이 함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홍채 영상 내에

서 눈썹, 눈꺼풀, 반사광 등의 잡음으로 인해 동공

경계가 아닌 곳에서 변화율이 최대가 되는 것을 제

한하기 위함이다.

(a) (b)

[그림 1] (a)원본 영상, (b)동공, 홍채 경계검출

2.2 홍채 정규화
동공과 홍채의 중심을 찾은 다음 전처리 영상이 일

정한 공간으로 정규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홍채영

역은 동공과 공막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동공경계

와 홍채외부 경계가 검출되면 홍채영역도 분리된다.

분리된 홍채영역은 극좌표 변환을 통하여 일정한 비

율로 정규화 시킨다. 정규화 과정은 주변 환경이나

카메라와 얼굴 사이의 거리에 의해 변하는 홍채영상

의 크기와 동공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영역

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식(2)～식(4)는 직

각좌표계로 얻어진 홍채의 영상을 동공의 중심으로

부터 거리 , 중심각 로 표현되는 극좌표계로의 변환

을 수행하는 식이다.

 → (2)

    (3)

   (4)

[그림 2] 홍채 영상의 정규화

2.3 홍채 특징 추출
Zernike 모멘트 값을 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홍채의 경우 동공 주변에 대부분의 정보가 포

함되어 있고 동공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눈꺼풀과 눈

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홍채의

전 영역을 사용하기 보다는 동공 경계 쪽의 일부만

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본 논

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정규화된 영상의 영역 중

0.4R에 해당하는 영역을 홍채 인식에 사용하였다.

먼저 홍채영역을 360×80의 크기로 정규화된 영상

을 단위원 상으로 매핑한다. 360×80의 크기를 90도

간격으로 분할하여 1/4원으로 매핑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그림 3와 같이 동공 경계가 원의 바깥이 되

고 홍채/공막의 경계는 원의 안쪽으로 매핑이 되어

야 한다. 이는 Zernike 모멘트는 단위원(Unit Circle)

상에서만 정의되는데 동공 경계 쪽에 더 많은 정보

가 포함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 정규화된 영상의 단위원 매핑

단위원 상으로 매핑된 홍채 영상에서 Zernike 모멘

트계수를 추출한다. Zernike 모멘트는 단위원 안에

서 정의되며, 방사 다항식 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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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m은 음수가 아닌 정수이고, n-|m|은 짝수

이어야 하며, ≤ 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2차원

영상 의 Zernike 모멘트는 극좌표계에서 식(6)

과 같이 정의된다.

),(),(1 * qrqr
p

fVnZ
unit disk

nmnm ò ò
+

=
(6)

여기서 ),( qrnmV 는 식(7)과 같이 정의되는 Zernike

모멘트의 기저 함수(Basis Function)이며 *V 는 켤레

복소수이다.

1),exp()(),( £= rqrqr jmRV nmn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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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수에 따른 Zernike 모멘트들의 개수는 각각 다

르며 표 1에 각 차수에 따라 생성되는 Zernike 모멘

트들이 나와 있다.

차수 Zernike 모멘트 모멘트 개수
0 00z 1

1 11z 1

2 2220 , zz 2

3 3331 , zz 2

4 444240 ,, zzz 3

5 555351 ,, zzz 3

6 66646260 ,,, zzzz 4

7 77757371 ,,, zzzz 4

8 8886848280 ,,,, zzzzz 5

[표 1] 차수에 따른 Zernike 모멘트 리스트

또한 Zernike 기저 함수는 n과 m 두개의 파라미터

에 의해 결정된다. 각 차수의 기저 함수는 방사 다

항식 R에 위상 항을 곱해 계산된다. 그림 4를 보면

n과 m의 차 n-m이 커질수록 방사 다항식에서 고주

파 성분이 높아진다.

[그림 4] 8차까지의 Zernike 기저 함수의 실수부

따라서 계산된 Zernike 모멘트 중 n-m이 큰 차수에

서 모멘트 값이 크다는 것은 이미지의 방사 방향 고

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

미지가 방사상으로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뜻

한다. 이에 반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저 함

수는 m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m번 대칭되는 패

턴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m의 차수에서 Zernike 모

멘트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영상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m번 반복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는 의미이

다.

[그림 5] 8차까지의 Zernike 기저 함수의 허수부

이렇게 계산된 Zernike 모멘트는 영상 f에 대해 회

전에 불변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식(8),(9)를

통해 알 수 있다. 영상 ),( qrf 의 만큼 회전된 영상

을 라고 하고, 회전된 영상의 Zernike 모멘트

를 
 이라고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

(8)

|||| nm
r
nm ZZ = (9)

입력된 홍채 Q에서 계산한 Zernike 모멘트의 절

대값 
 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Zernike 모멘트

의 절대값  의 차이를 각 n과 m에 대해 합하여

유사도의 차이 D를 구하고, 이 값이 기준치보다 작

으면 동일 홍채로 분류한다.

    (10)

3. 실험 결과

제안한 홍채 인식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CASI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3.1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홍채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ASIA 데이터베이스[7]를 사용하여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회전에 대한 인식 성

능 측정을 위해 원본 영상을 2도씩 시계방향으로 회

전시켜가며 원본 영상과 회전된 영상들을 하나의 셋

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2도 회전된

영상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원본 영상(756장)과

2도 회전영상(756장)으로 데이터셋 cw-2(1512장)를

구성하였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4, 6, 8, 10도 회전된

영상에 대해서도 원본 영상과 회전된 영상으로 각

1512장으로 구성된 데이터셋 cw-4, cw-6, cw-8,

cw-10을 구성하여 인식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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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예이다.

(a) 원본영상 (b) 2도 회전 (c) 4도 회전

(d) 6도 회전 (e) 8도 회전 (f) 10도 회전

〔그림 6] 실험에서 사용된 회전된 영상

3.2 기존 방법과의 비교 평가
표 2는 CASIA DB에 대한 기존의 알고리즘의 인

식률이다.

특징 추출 방법 인식률
Daugman 99.37%

Boles 92.61%

Li Ma 94.33%

Y.Wang 98.21%

proposed 90.13%

[표 2] CASIA DB에 대한 인식률 비교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회전 불변 Zernike 모멘트를 이용하

여 회전된 홍채에 대해서도 회전 보정이 필요 없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방법들의

경우 회전에 불변한 홍채 인식을 위해 입력된 홍채

에서 추출한 특징값을 회전각도마다 일일이 이동시

켜 비교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커질

수록 검색 시간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될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전 불변 특성

을 가지는 Zernike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보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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