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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및 형상기술자 추출방법과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 장치
및 그 방법과홍채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및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과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 장치 및 그 방법
과 홍채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연산량 및 속도가 향상된 홍채 검출을 위해 안구영상에 비치는 조명의 영향에 둔감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
지는 홍채 인식을 위한 실시간 동공 검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장치 및 그 방법과 홍채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에 있어서, 안구 영상으로부터 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
준점으로 검출하는 기준점 검출단계; 상기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
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1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 교차하는 두 개의 홍채와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
정하는 제2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 및 상기 결정한 후보지점들로부터 서로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
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까운 원
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는 동공영역 검출단계를 포
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패턴인식과 영상처리를 이용한 생체인식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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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동공, 홍채인식, 패턴인식, 저니크 모멘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홍채 특징 추출 장치 및 그를 이용한 홍채인식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도 1의 홍채 특징 추출 장치 및 그를 이용한 홍채인식 시스템의 일실시예 상세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홍채 특징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홍채인식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4a 는 홍채인식에 적합한 홍채 영상 예시도,

도 4b 는 홍채인식에 사용되기 부적절한 홍채 영상 예시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획득부에서의 영상 선택 과정을 나타낸 일실시예 설명도,

도 6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1차 미분 연산자에 의한 에지 검출 과정을 나타낸 설명도,

도 7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세션화를 위한 연결수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설명도,

도 8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경계연결을 위한 이웃화소의 특징분률을 나타낸 설명도,

도 9 및 도 10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동공중심 및 반지름 결정 과정을 나타낸 설명도,

도 1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영상에서 영상의 모형과 곡률 그래프를 나타낸 설명도,

도 1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선형보간법을 이용한 변환 과정을 나타낸 설명도,

도 1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선형보간법을 나타낸 설명도,

도 1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직교좌표의 극좌표 변환 과정을 나타낸 설명도,

도 15a 및 15b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평면직교좌표 및 평면극좌표를 나타낸 설명도,

도 16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1,2차 도함수의 제로 교차점 관계를 나타낸 설명도,

도 17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로 교차점 묶기를 나타낸 설명도,

도 18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2D히스토그램의 노드 구조와 그래프 구조를 나타낸 설명도,

도 19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선험 확률 부여시 고려사항을 나타낸 설명도,

도 20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저니크 모멘트의 민감도를 나타낸 설명도,

도 2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입력영상의 1,2차 ZMM을 2차원 평면에 나타낸 예시도,

도 22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지역 공간 매칭 방법을 나타낸 설명도,

도 23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분포도에 따른 오 거부율(FRR) 및 오 인식율(FAR)을 나타낸 설명도,

도 2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동일한 사람의 홍채에 대한 거리 분포도를 나타낸 설명도,

도 25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타인의 홍채에 대한 거리 분포도를 나타낸 설명도,

도 26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Authentic 분포와 Imposter 분포를 동시에 보여주는 설명도,

도 27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임계치(EER)의 결정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공개특허 10-2005-0025927

- 2 -



21 : 영상 획득부 22 : 기준점 검출부

23 : 내부경계 검출부 24 : 외부경계 검출부

25 : 영상좌표 변환부 26 : 영상분석대역 정의부

27 : 영상 평활화부 28 : 영상 정규화부

29 : 형상기술자 추출부 30 : 참조값 저장부

31 : 영상인식 및 검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턴인식과 영상처리를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눈의 홍채에 근거하
여 개인 식별을 제공할 수 있는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및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과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추출 장치 및 그 방법과 홍채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개인을 식별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개인 암호(password)나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등은 도용 및 분실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점차 고도화/첨단화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의 안정적이고 정확
한 개인식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기능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많은 부작용
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급증 등은 과거의 전통적인 개인 인증 방법만
으로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커다란 물질적, 정신적인 손실들이 초래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인식별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방법으로써 생체인식(biometrics)은 가장 안정적
이고 정확한 개인식별 방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생체인식은 개개인의 물리적(생체적) 특성 및 행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지문, 얼굴, 홍채, 장문 등이 물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서명, 음성
등이 행동적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식별 및 보안은 절도나 누출에 의
해 전달할 수 없으며 변경되거나 분실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보안 침해를 누가 행했는지 추적이 가능해지는 등 감사
(audit) 기능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생체인식 방법 중에서 홍채는 개인을 식별함에 있어 유일성과 불변성,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고 알려져 있으며 오인식률이 매우 낮아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채는 출생 후 3세 이전에 모두 형성되며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
문보다 패턴이 더 다양하여 현재까지는 가장 완벽한 개인 식별 방법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식으로 영
상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 또한 매우 높아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홍채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 부분을 촬영한 영상신호에서 실시
간 홍채인식을 위해 빠른 동공과 홍채의 검출은 필수적이다.

이하에서는 홍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홍채인식 기술분야의 종래기술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동공 경계의 위치를 찾아서 고도의 정확성으로 홍채로부터 동공을 분리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동공 확장(pupillary
dilation) 정도에 관계없이 상이 분석될 때마다 홍채의 분석대역의 동일 부분이 동일한 좌표로 할당되지 않아도 특징
점과 정규화 특징량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홍채의 분석대역에서의 특징점은 열공(lacuna) 음와(crypts)
결손(defect)을 포함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홍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섬유막 구조로 되어 있고 신경을 통하여 대뇌(大腦)와 신체 각 부위에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신체내의 각 조직(組織), 장기(臟器)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따른 정보가 바이브레이션
(Vibration)으로 전달되어 섬유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된다.

하나의 원으로서 홍채는 균형을 표현한다. 기능적 평형에 장애가 있을 때 홍채의 모양이 원형에서 이탈한다. 인체에
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은 신경계통의 작용이며, 수축과 이완의 착오로 장애가 나타난다. 이 작용은 홍채의 원형에
영향을 준다.

홍채섬유와 층은 구조와 연결상태의 결함을 반영한다. 구조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
직은 기관의 저항력과 유전적 소인을 나타낸다. 관련징후로는 열공(Lacunae), 음와(Crypts), 결손징후(Defect
signs), 조직이완(Rarifi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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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Iris)는 색채를 띠는 부분으로서 확대해 보면 상세한 부분까지 많은 특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홍채는 폭 4~5㎜, 두께 0.3~0.4㎜, 직경 10~12㎜의 얇은 원판으로 인종과 개인에 따라 고유한 색을
갖고 있으며, 한국인은 흑갈색에서 담청갈색 사이의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다.

홍채의 중앙에는 동공(Pupil)이 위치하는데 동공연의 외방 1~2㎜거리에 톱니모양의 분계륜인 권축륜(Collarette-
홍채학에서는 자율신경선이라 명명한다)이 있고, 그 안쪽을 소홍채륜(Anulus iridis minor)이라 하고, 그 바깥쪽은
대홍채륜(Anulns iridis major)이라 한다. 대홍채륜에는 동공연에 일치한 동심성의 윤상융기인 홍채주름(홍채학에
서는 "신경링"으로 명명함)이 있다.

홍채외연과 각막(Cornea)사이의 각을 홍채각막각이라 하는데, 그 곳에는 강인한 결합 조직성의 망상체인 절상인대
가 있으며, 그 섬유속 사이로 틈이 나 있는데 그 곳을 통하여 안방수가 정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홍채는 구조상 홍채내피, 전경계판, 홍채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지질에는 혈관, 신경, 색소세포가 풍부한 혈
관층이 있고, 그 후방에 5종류의 평활근이 있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와 같은 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채의 분석대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서와 같이 시계의 12시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6도(섹터1), 이어서 시계방향으로 24도(섹터
2), 42도(섹터3), 9도(섹터4), 30도(섹터5), 42도(섹터6), 27도(섹터7), 36도(섹터8), 18도(섹터9), 39도(섹터(10),
27도(섹터11), 24도(섹터12), 36도(섹터13)와 같이 대역을 나누며, 이와 같이 각 섹터들을 동공을 중심으로 4개의
환상대역으로 나눈다. 따라서, 각 섹터는 동공을 중심으로부터 홍채의 외부경계 방향으로 4개의 환상대역에 따라서
섹터1-4, 섹터1-3, 섹터1-2, 섹터1-1로 나뉘어진다.

홍채인식 시스템은 홍채부분의 영상신호를 검출하여 그것을 특화하고, 해당 홍채로부터 특화된 정보와 동일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비교결과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인식하여 수용하거나 또는 반대로 거
절하도록 처리방법이 이루어져 있다.

홍채인식 시스템에서의 통계적 텍스쳐(홍채 형상)의 검색은 매우 중요하다. 이 텍스쳐(홍채 형상)를 인간이 인식하
는 특성을 인지과학에서는 세가지 특징, 즉 주기성(Periodicity), 방향성(directionality) 그리고 복잡성
(randomness)이라 한다. 홍채의 확률적인 특징은 상당한 자유도를 지니면서도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고유
성을 지니고 있어, 확률적인 독립성을 이용하여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홍채 인식 시스템의 Daugman이 제안한 기존의 동공 검출 방법은 영상의 모든 위치에서의 원형
프로젝션(circular projection)을 구한 후, 프로젝션(projection)에 대한 미분치에 대하여 가우시안 컨볼루션
(Gaussian Convolution)을 이용한 가장 큰 값에 경계선을 추정한 후, 추정된 경계치를 이용하여 원형의 경계 성분
이 가장 강한 위치를 찾아 사람의 안구영상으로부터 동공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방법의 경우 홍채 전체 영역에 대한 프로젝션(projection)과 얻어진 프로젝션(projection)에 대한 미분
으로 인한 연산량의 증가로 인해 동공 검출에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이미 원 성분이 있다는 가정
하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원 성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지는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동공 검출은 홍채 인식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실시간 홍채 인식을 위해 빠른 동공의 검출은 필
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방법의 경우 광원이 동공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적외선 조명 광원의 영향에 의해 부정확
한 동공의 경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홍채 분석대역을 광원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검색을 수행해야 하
기 때문에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홍채특징 추출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필터 뱅크에 의해 주파수 영역을 분할하여 통계적 특성을 추출하는 방법
이 많이 이용되어 필터로는 가버(Gabor) 필터 또는 웨이블릿(Wavelet) 필터 등이 사용 되었다. 가버(Gabor) 필터는
주파수 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웨이블릿(Wavelet) 필터는 주파수 영역을
인간의 시각적 특성이 고려된 형태로 분할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계산량이
많아 홍채영상처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대용량 홍채인식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홍채인
식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인식도 신속하
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채인식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특징값은 특징값 자체가 회전이나
스케일 변화에 불변인 특징값이 아니어서 변환된 텍스쳐(홍채 형상)를 검색하기 위하여 특징값을 회전시켜가며 특
징을 비교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상(shape)의 경우에는 경계를 방향코드로 표현하여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 등을 사용하여 형상의 약
간의 변형이나 이동, 회전, 스케일에 관계없이 표현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홍채인식 시스템에서는
영상 중에 나타나는 홍채의 윤곽형상 또는 홍채 일부의 효율적인 특징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상기술자(shape discriptor)는 자동 추출 가능한 보다 낮은 추상적인 단계의 추출(lower abstraction level
description)을 기초로 하며, 영상으로부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자라 할 수 있다. MPEG-7과 같은
표준화 그룹에서 제안하고 있는 MPEG-7의 표준화 단계인 XM(eXperiment Model)에서 채택되고 있는 형상기술
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알려져 있다. 첫 번째로, 물체의 다양한 형상들에 대하여 영상내의 상기 형상의 분포를
알기 위하여 저니크(Zernike) 기저함수를 준비하고, 일정 크기의 영상을 각각의 기저함수들에 투영시켜 그 값들을
기술자로 사용하는 저니크 모멘트 형상기술자(Zernike moment shape descriptor)가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이전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외곽선을 따라 저주파 통과 필터링을 하면서 외곽선상에 존재하는 변곡점의 변화를 스케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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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에서 나타내어 첨두치와 그 위치를 2차원 벡터로 나타내는 곡률 스케일 공간 형상기술자(Curvature scale
space shape descriptor)가 알려져 있다.

또한, 종래의 형상기술자를 사용한 영상 정합 방법에 따르면, 질의 영상과 유사한 형상기술자를 가지는 모델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기 위하여 영상으로부터 물체(object)를 정확히 추출할 것이 요구되므로, 물체가 정확히
추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저니크 모멘트 형상기술자나 곡률 스케일 공간 형상기술자와 같은 유사도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
덱싱된 유사그룹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유사한 형상기술자를 가지는 인덱스 홍채그룹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며, 또한 물체의 정확한 추출없이도 골격직선 기반의 형상기술자와 같은 비유사도 형
상기술자에 의하여 유사도에 의해 정합 검색된 그룹단위 인덱싱 데이터베이스내에서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비유사
한 형상기술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비유사도를 사용하여 질의 영상과 정합한 홍채인식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1:N과 같은 신원확인(Identification)을 위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연산량 및 속도가 향상된 홍채 검출을 위해
안구영상에 비치는 조명의 영향에 둔감하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홍채 인식을 위한 실시간 동공 검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장치 및 그 방법과 홍채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홍채영상의 이동, 스케일, 조명 및 회전에 무관한 특징인 형상기술자를 추출하며, 이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그룹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유사한 홍채 형상기술자를
가지는 인덱스 홍채형상그룹을 검색할 수 있는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장치 및 그 방법과
홍채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를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직선기반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형상기술자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비유사한 형상기술자 단위로 홍채형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로부터 질의 영
상과 정합한 홍채형상을 검색할 수 있는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및 그를 이용한 홍채 특징 장치 및 그 방법과 홍채인
식 시스템 및 그 방법과, 상기 방법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
공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
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에 있어서, 안구 영상으로부터 조명으로 인
한 광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하는 기준점 검출단계; 상기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1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 교차하는 두 개의 홍채와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
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2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 및 상기 결정한 후보지점들로부터 서로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
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
하는 동공영역 검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있어서, 스케일 스페이스 및/또는
스케일 조명에서 홍채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특징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해 모멘트를 평균 크기 및/
또는 밝기로 정규화하여 크기 및/또는 조명에 불변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는 저니크 모멘트 생성단계; 및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뿐만 아니라, 크기 및/또는 조명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는 형상기술자
추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그룹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
터 질의 영상과 유사한 홍채 형상기술자를 갖는 인덱스 홍채형상그룹을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골격을 추출하는 단
계; 상기 추출된 골격을 세션화(thinning)하여 세션화된 골격내의 각 픽셀들을 연결하여 직선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직선들의 직선 병합에 의하여 직선들의 목록을 구하는 단계; 및 직선들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정규화된 직
선목록을 형상기술자로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직선기반의 상기 형상기술자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를 측정
하여 비유사한 형상기술자 단위로 홍채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정합한 홍채형상을
검색하는 검색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 특징 추출 장치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수단;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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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수단;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
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검출수단;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
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수단; 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
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분류하기 위한 영상분석대역 정의수단; 영상의 인
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
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수단;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
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수단; 및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
(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
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수단;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
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수단;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
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검출수단;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
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수단; 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분류하기 위한 영상분석대역 정의수단;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통
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수단;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
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수단;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
기술자 추출수단;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
한 참조값 저장수단; 및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검증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 특징 추출 장치에 적용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단계;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
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단계;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검출단계;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단계;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단계;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단계; 및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
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 시스템에 적용되는 홍채인식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
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단계;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
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단계;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검출단계;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
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단계;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
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단계;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
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단계;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
(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단계;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
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단계; 및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검증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동공 검출 장치에,
안구 영상으로부터 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하는 기준점 검출기능; 상기 두 개의 기준
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1 경계후보지점 결정기
능; 교차하는 두 개의 홍채와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과 교차
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2 경계후보지점 결정기능; 및 상기 결정한 후보
지점들로부터 서로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
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는 동공영역 검출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형상기술자
추출 장치에, 스케일 스페이스 및/또는 스케일 조명에서 홍채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 상기 추출된 특징을 저차원 모
멘트를 사용해 모멘트를 평균 크기 및/또는 밝기로 정규화하여 크기 및/또는 조명에 불변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
는 저니크 모멘트 생성기능; 및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뿐만 아니라, 크기 및/또는 조명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는 형상기술자 추출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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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상기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그룹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
터 질의 영상과 유사한 홍채 형상기술자를 갖는 인덱스 홍채형상그룹을 검색하는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한편,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형상기술자 추출 장치에, 입력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골격을 추출하는 기능; 상기 추출된 골격을 세션화(thinning)하여 세션화된 골격내의 각 픽셀들
을 연결하여 직선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직선들의 직선 병합에 의하여 직선들의 목록을 구하는 기능; 및 직선들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정규화된 직선목록을 형상기술자로서 설정하는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직선기반의 상기 형상기술자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를 측정
하여 비유사한 형상기술자 단위로 홍채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정합한 홍채형상을
검색하는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홍채인식을 위한 홍채 특징 추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홍채 특징 추
출 장치에,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기능; 획
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기능; 동공과 홍채
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검출기능; 분
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
한 영상좌표 변환기능;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기능;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
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기능; 및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
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홍채인식 시스템에,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
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기능;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기능;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검출기능;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기능;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기능;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기능;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
출기능;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기능; 및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
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검증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
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본인 자신 및 본인과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눈의 홍채에 근거한 식별시스템을 제공하되, 이때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고, 실시간 홍채인식을 위해 빠르게 동공과 홍채를 검출하고, 비접촉식 홍채인식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인 영상의 크기변화, 기울어짐, 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며, 인간의
시각적 인식 능력과 같은 이동, 스케일, 조명, 회전에 관계없이 저니크 모멘트를 사용함으로써 홍채 형상을 신속하
고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홍채영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눈꺼풀 영역의 밝기, 동공의 위치를 산출하여 홍채인식에 적
합한 영상을 획득하고, 가우시안 블러링을 한 홍채영상의 에지부분 잡영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diffusion filter
을 사용하고, 반복적 임계값 변경 방법으로서 더욱 빠른 실시간 동공 검출을 제공하며, 동공은 곡률이 다르므로 확
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하여 반지름을 구하고, 구간이등분선교차 방법을 이용하여 동공의 중심좌표를 구한 후 중심
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x축을 회전각으로 하고 y축은 중심에서 동공
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서 정확한 경계검출을 한다.

또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적용하여 홍채특징을 추출하고, 크기와 조명, 회전에 불변한 특징량을 얻기 위해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크기로 정규화함으로써 불변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여 참조
값으로 저장하고, 인식부분에서는 위의 참조값과 입력된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특징량 사이의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입력 영상에 있는 물체를 인식한다. 이때, LS(least square)와
LmedS(least media of square) 기법을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의 홍
채를 빠르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식별을 위해 인체의 안구영상을 일반 비디오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디지
털화된 안구영상을 직접 획득하고, 인식에 적합한 안구영상을 선택하고, 동공내 기준점을 검출한 후, 안구영상의 홍
채 부분과 동공 부분 사이의 동공 경계를 정의하고, 동공 경계와 꼭 동심을 이루지는 않는 호(arc)를 사용해 상의 홍
채 부분과 공막(sclera) 부분 사이의 다른 원형 경계를 정의한다. 즉, 식별을 위해 인체의 안구영상을 일반 비디오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화된 안구영상을 직접 획득하고 인식에 적합한 안구영상을 선택하며,
동공내 기준점을 검출한 후, 안구영상의 홍채 부분과 동공 부분 사이의 동공 경계를 검출하고, 원의 반지름과 중심
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며, 동공 경계와 꼭 동심을 이루지는 않는 호
(arc)를 사용해 상의 홍채 부분과 공막(sclera) 부분 사이의 외부영역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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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리된 홍채 패턴영상은 극좌표계를 설정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이 되게 한다. 그 다
음, 홍채 상내에의 분석대역(annular analysis band)을 정의하고, 이들 분석대역은 눈꺼풀, 속눈썹 또는 조명기로부
터의 거울 반사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홍채 상의 어떤 미리 선택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인식에 적합한 영상의
분석대역만을 의미한다. 이들 분석대역들내에 있는 홍채 영상 부분은 극좌표 변환 과정을 거쳐 동공을 중심으로 동
일 반지름상의 1차원 홍채영상 패턴에 대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여 홍채영상의 크기 변화에도 동일한 패턴을 제
공하는 1차원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적용한 후, 영점통과 지점인 에지를 구하고, 겹치는 회선 윈도우를 이용하
여 이를 누적시켜 다시 홍채 특징을 2차원으로 추출되므로, 홍채 코드 생성시 데이터 크기들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추출된 특징은 크기에 불변한 특징량을 얻기 위해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함으로써, 회전에는 불변하나 크기와 조명에 민감한 저니크 모멘트가 크기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
트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역 조명 변화를 스케일 조명 변화로 모델링할 경우, 모멘트를 평균 밝기로 정규화하면, 조
명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들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
점을 중심으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여 참조값으로 저장되며, 인식부분에서는 위의 참조값과 입력된 홍채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특징량 사이의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입력 홍채영
상에 있는 물체를 인식한다. 이때, LS(least square)와 LmedS(least media of square) 기법을 결합하여 홍채인식
을 검증한다.

본 발명은 인간이 물체를 인식할 때 의식적으로 특징점에 집중한다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국부 저니크 모멘
트를 변경하여 국부 조명 변화에 불변성을 갖는 특징량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분석할 눈의 상이 분석하기에 적
합한 디지털 형태로 획득되어야 한다. 그 다음, 그 상의 홍채 부분이 정의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이 홍채영상의 정의
된 영역은 그 다음에 분석되어 홍채 특징점을 생성한다. 그리고, 특정 홍채에 대해 생성된 특징점을 중심으로 모멘
트를 생성하여 참조값으로서 저장한다. 그리고, 이상치(outlier)를 얻기 위해 제공된 입력영상의 모멘트를 확률적 물
체인식에 사용한 유사도와 안정도를 이용하여 일차로 필터링하고 저장하였던 참조값 모멘트와 지역공간 매칭을 한
다. 이 경우 이상치(outlier)는 시스템이 대상자의 신원을 확립, 확인 또는 부인(disconfirm)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
신 레벨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이 과정의 인식율은 입력영상과 옳은 모델과의 매칭수가 다른 모델과의
매칭수 보다 많을수록 인식능력이 좋은 변별인자 DF(discriminative factor)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
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홍채인식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홍채인식 시스템은 홍채인식을 위해 기본적으로 조명(도면에 도시되지 않음), 안구영상 획득을 위한 카메라(바람직
하게는 디지털 카메라)(도면에 도시되지 않음) 등을 구비하고 있고, 메모리 및 중앙연산처리부(CPU) 등을 갖는 공
지의 컴퓨터 환경하에서 동작 가능함을 미리 밝혀둔다.

홍채인식 시스템은 홍채 특징 추출 장치(홍채 영상 획득부(11), 영상처리 및 분할(가공)부(12), 홍채패턴 특징 추출
부(13))를 통하여 특정 개인의 홍채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며, 이 홍채 특징들은 홍채 패턴 등록부(14) 및 홍채 패턴
검증부(16)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 과정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 최초에 사용자는 자신의 홍채에 대한 특징 정보를 홍채 DB(15)에 저장하여야 하며(홍채 패턴 등록부
(14)에서 등록 수행), 추후에 검증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홍채를 디지털 카메라에 위치시켜 자신에 대한 확인을 요
구하게 된다(홍채 패턴 검증부(16)에서 검증 수행).

홍채패턴 검증부(16)에서의 검증시에는 검증 대상자의 홍채 특징과 홍채 DB(15)에 저장되어 있는 검증 대상자 홍
채 특징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며, 이의 결과로써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사용자는 정해진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으며, 인증이 거부되었을 때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검증 대상자나 불법적인 서비스 제공 요구자라
고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홍채 특징 추출 장치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
한 후, 깜빡임 탐지, 동공의 위치, 에지 수직성분의 분포를 통해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 획득
부(21)와,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부
(22)와,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기 위한 내부경계 및 외부경계
검출부(23,24)와,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
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부(25)와, 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
해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분류하기 위한 영상분석대역 정의부(26)와,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부(27)와,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
규화부(28)와,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
자 추출부(29)를 포함한다. 또한,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
류 저장(영상 패턴을 25개의 공간상으로 투영(템플릿)해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부(상기 도 1의 홍채 패
턴 등록부(14) 및 홍채 DB(15))(30)를 더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분석대역 정의부(26)는 실제 홍채 인식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에 도시한 것에 불과할 뿐, 홍채의 특징점을 홍채학에 근거하여 추출해 낸다는 의미이다. 이때, 분석대역은 눈
꺼풀, 속눈썹 또는 조명기로부터의 거울반사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홍채 상의 어떤 미리 선택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인식에 적합한 영상의 분석대역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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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채인식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21~29)를 통하여 특정 개인의 홍채에 대
한 특징을 추출하여, 영상인식 및 검증부(상기 도 1의 홍채 패턴 검증부(16))(31)에서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개인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다.

특히, 내부경계 및 외부경계 검출부(23,24)에서는, 안구영상으로부터 조명(바람직하게는 적외선 조명)으로 인한 광
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한 후, 동공 경계 후보 지점을 결정하여,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
에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실시간으로 검출
한다. 즉, 홍채 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촬영된 실제 안구영상으로부터 적외선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개의 기
준점으로 검출하며,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차하는 안구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
정하고, 교차하는 두개의 홍채와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과
교차하는 안구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며, 전단계에서 결정한 후보지점 들로부터 서로
가장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
여 동공 영역을 검출한다.

그리고, 형상기술자 추출부(29)는 홍채영상의 이동, 스케일, 조명 및 회전에 무관한 특징인 형상기술자를 추출한다.
즉,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고, 저니크 모멘트를 이
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한다. 이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그
룹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유사한 홍채 형상기술자를 가지는 인덱스 홍채형상그룹을 검색
할 수 있다.

또한, 형상기술자 추출부(29)는 직선기반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의하여 형상기술자를 추출한다. 즉, 입력된 홍채
영상으로부터 골격을 추출하고, 추출된 골격을 기초로 픽셀들의 연결을 수행함으로써 직선들의 목록을 구한 후, 직
선들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정규화된 직선 목록을 형상기술자로서 설정한다. 이 직선기반 형상기술자를 사
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비유사한 형상기술자 단위로 홍채형상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정합한 홍채형상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럼, 홍채인식 시스템의 각 세부 구성요소들(21~31)의 특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
하여, 도 3을 참조하여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홍채인식을 위해 획득되어지는 홍채 영상은 눈의 중심인 동공과 동공 외곽의 홍채 주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검
은자를 포함하는 영상이 필요하다. 또한, 홍채주름의 패턴을 이용하여 인식하게 되므로, 영상의 칼라정보는 필요하
지 않아, 흑백영상을 얻도록 한다.

조명의 경우 빛이 너무 강한 경우 사용자의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홍채 무늬의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 조명 등에 의한 반사광이 눈에 맺히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적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신호를 획득하여 디스플레이하고 또한 처리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캡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CCD, CMOS 칩을 이용한 디지탈 카메라를 사용한다. 이렇게 획득된 영상에 대해서 바로 전처리 과정을 수행
하게 된다.

홍채인식의 단계를 간략히 기술하면, 우선 안구에 포함되어 있는 홍채 영역을 촬영해야 하는데 보통 320x240 정도
에서 640x480 정도까지의 해상도를 가지기도 한다. 아무리 전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원본인 촬영 영상 자체에 불
필요한 잡영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변 환경의 조
건을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조명에 의한 반사광의 위치를 홍채 영역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특징 추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채 영역만을 추출해내고, 잡영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
게 되는데 이를 '전처리'라고 한다. 전처리는 정확한 홍채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동공과 홍채의 경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기법과 홍채 영역만을 분리해 내는 기법, 그리고 분리된
홍채 영역을 적합한 좌표계로 변환하는 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는 획득된 영상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영상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세부 처리 과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전처리된 영상의 특징을 분석해서 일정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이 특징 추출 과정인데, 이것은 기존에 학습된 특징들과 비교 대상이 되거나 또는 학습될 대상이 된다. 먼저, 영상을
선택하는 주요 기법을 소개한 후, 홍채를 분리하는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영상 획득부(21)에서는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샘플링(시간분해), 양자화(농담분해)) 및 영상의 적합도 판별(영
상의 농담을 이용해서 깜박임 탐지 및 동공의 위치 판별, Sobel edge detector를 사용하여 에지 수직 성분의 분포
검사) 등을 통해(301~303),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한다. 즉, 영상 획득부(21)에서는 간략하게 우선 적합한
원형 영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채인식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정 초점 카메라로부터 연속적으로 입력
되는 복수 개의 영상 중 간결한 적합성 평가 과정을 통해 인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상을 선정하는 방법
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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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CMOS 칩을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영상을 자동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내에 복수 개의
영상들을 입력받아 적절한 처리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모든 입력 영상에 대해 인식 과정을 거치는 대신에 실
시간의 영상 적합성 처리를 통해 동영상 프레임의 순위를 결정한 후 인식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리 시간의 단축과 동시에 인식기의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선택하기 위해 영상의 화소값 분포와 경계 값의 성분비를 이용한다.

우선, 입력 영상에 대한 1차원 신호의 디지털화 과정(301,302)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화 회선에서 전해지는 음성 신호와 같이 그 전압 진동 폭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를
시계열 신호라고 한다. 특히, 신호의 특성이 1개의 전압 값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1차원 시계열 신호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1차원 시계열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경우, 2가지 의미에서 디지털화(이산화)가 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
미로서의 디지털화이고, 다른 하나는 진폭 값의 디지털화이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화를 샘플링이라 하고,
진폭 값의 디지털화를 양자화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화는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표본
화하고(샘플링) 각 표본 값을 일정한 길이의 비트로 나타냄으로써(양자화) 이루어진다.

음성 등은 그 전압 진동 값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변화하는 신호이다.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신호를 시
간적으로 연속하지 않는 유한개의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 샘플링 정리(Sampling theorem)에 의하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하면 전혀 정보의 손실없이 디지털화 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시간적으로 연속된 원래의 신호 f(t)를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이산적 수치열 fs(n,△t)으로 나타내는 것을 샘플링
(Sampling)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t는 샘플링 시간 간격을 나타내며, n은 정수이다. fs를 샘플링된 신호
(Sampled signal)라고 부른다.

어떤 범위 △안에 드는 진폭 값에 모두 qk라는 진폭 값을 할당하여 원래의 신호를 유한개의 대표 값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양자화(진폭값의 디지털화)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양자화(quantization)라 하며, 폭 △를 양자화폭이라고
한다. 정확한 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자화폭 △을 가능한 한 작게 하여 많은 대표값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A/D 변환기의 정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표 값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다. 대표 값의 개수를 비트 단
위로 표현하여 진폭 값의 디지털화 정밀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12비트이면 최대 진폭의 1/4096이 양자화폭 △
가 된다. 최대 진폭이 ±1V인 경우에는 △값은 0.5mV이 된다. 이 값이 신호에 존재하는 잡영 진폭과 비교하여 작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디지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입력 영상에 대한 2차원 신호(영상)의 디지털화 과정(301,302)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상 데이터는 2차원 공간(xy 좌표) 상에 분포하는 analog값(z 좌표)으로 표현된다.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은,
먼저 공간 영역에 대하여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다음에 명암 값의 디지털화를 실시한다. 공간 영역의 디지털화는 수
평 방향의 디지털화, 명암의 디지털화는 수직 방향의 디지털화라고도 부른다.

공간 영역의 디지털화는 1차원 시계열 신호의 시간축 샘플링을 2차원상의 x축, y축의 2방향에 대해서 확장한 것이
다. 이 샘플링하는 점들을 픽셀(pixel : picture element)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상의 공간 영역 디지털화는 이산
적인 픽셀의 명암값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간 영역 디지털화는 영상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영상의 양자화(명암의 디지털화)란, 각 픽셀의 명암(밝기) 값을 정해진 몇 단계의 밝기로 제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각 픽셀의 밝기 값을 256단계로 제한한다면 밝기를 0에서 255까지의 숫자로 명암을 표현할 수 있다. 즉, 8비
트의 이진수로 명암값을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의 눈의 명암 특성은 이상적인 경우 500단계까지 판별된다고 이야기
되므로 9비트의 양자화면 충분하다.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RT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명암의 단계 수
는 4~8비트 정도이다. 실제로는 3~4비트인 경우에도 인쇄 영상에서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1~3비
트와 같은 상당히 적은 비트 수의 양자화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영상 계측, 해석 분야에서 명암의 정밀도는 계측 정밀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더 섬세한 양
자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비트의 양자화인 경우에도 0.1퍼센트 정도의 정밀도에 불과하다. 연산 처리 등을 하
면 정밀도가 더욱 저하되므로 16~20비트 정도의 섬세한 양자화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많은 비트로 양
자화되는 경우에는 항상 잡영의 존재가 문제가 되므로, 통상 S/N비를 고려하여 적당한 비트 수를 결정한다. 일반적
으로, 1~10비트의 양자화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홍채 식별에 적합한 눈 영상이란 홍채 무늬 패턴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홍채 영역이 눈 영상에 완전히 나타나
는 경우의 영상을 말하며, 획득된 눈 영상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홍채인식 시스템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 4a는 홍채 식별에 적합한 눈 영상의 예로서, 홍채 패턴이 선명하고 눈꺼풀이나 눈썹 등에
의해 홍채 영역이 방해를 받지 않은, 처리에 매우 적합한 영상이다.

한편, 자동으로 획득된 모든 영상을 인식시스템에 제공할 경우, 불완전한 영상과 품질이 낮은 영상으로 인해 인식
실패의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 실패되는 경우의 영상들을 분석하여 보면 네 가지 부류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도 4b의 (a)와 같이 눈의 깜빡임이 있은 경우, 둘째 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동공 중심이 영상의 중앙에서
크게 벗어나, 홍채 영역의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도 4b의 (b)), 셋째 눈꺼풀에 의하여 생기는 그림자의 영향으로 홍
채 영역이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4b의 (c)), 그외 잡영이 심하게 들어간 경우(도면에 도시되지 않음)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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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인식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들을 인식 단계 이전에 적절하게 실시간 처리를 통하여 제외시킴으로
써 처리의 효율성과 인식률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품질이 좋은 영상과 그렇지 못한 영상과의 판별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도 5 참
조)(303).

① 판별조건 함수 F1 : 깜빡임 탐지

② 판별조건 함수 F2 : 동공의 위치

③ 판별조건 함수 F3 : 에지 수직성분의 분포

입력된 영상은 M x N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각 단계 함수에 활용되며 하기의 [표 1]은 입력 영상을 3 x 3 블록으
로 분할하는 경우, 각 블록의 번호 매김의 예를 보여준다.

표 1.

눈꺼풀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동공과 홍채 영역보다 밝으므로 하기의 [수학식 1]을 만족할 경우는 깜빡임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부적합 영상으로 판정한다(깜빡임 탐지).

수학식 1

눈 영상에서 동공은 화소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 영역이 중심에 위치할수록 동공을 둘러싼 홍채영역
모두가 영상내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동공 위치 탐지). 따라서, 하기의 [수학식 2]와 같이 영상을 M x N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의 화소평균이 가장 낮은 블록을 찾은 다음, 블록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때,
가중치는 영상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수학식 2

홍채 영상에서 수직 에지 성분이 많이 나타나는 곳은 동공의 경계와 홍채의 경계이다(에지 성분비 조사). 영상 획득
의 다음 단계인 홍채 영역 추출과정에서의 정확한 경계선 탐지가 가능한지, 그림자에 의한 홍채 패턴 화소값의 변화
가 크지 않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기의 [수학식 3]과 같이 소벨 에지 검출기를 사용하여 탐지된 동공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 우 영역에 대해 수직 에지 성분을 조사하고 성분 비교 과정을 거친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L, R은 각각 동공 위치의 좌, 우 영역을 나타낸다.

각 판별 조건 함수값을 합산한 것이 영상의 인식과정 활용 적합도([수학식 4] 참조)를 나타내며, 일정시간 획득된
각 동영상 프레임의 순위 매김 기준이 된다(적합성 조사).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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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4]에서, T는 임계치로, 임계치에 따라 적합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한편, 기준점 검출부(22)에서는 가우시안 필터링(bluring, 윤곽 부드럽게하기, 잡영제거), 확실한 잡영제거(EED :
Edge Enhancing Diffusion), 이미지 이진화 기능 등을 통해(304~305),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동
공의 위치)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한다. 즉, diffusion tensor를 이용한 EED(Edge Enhancing
Diffusion) 방법을 통해 에지 잡영을 제거하고,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여 홍채 영상을 diffusion시킨 후, 확대 최대 계
수법으로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한다. 이때, diffusion은 이진화 과정에서 적은 양의 bits/pixel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또한, EED 방법은 에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가우시안 블러링(필터링)은 저주파 통과 필터링으
로, 영상의 세세한 부분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diffusion시킬 때 이진화 과정의 임계값을 변경해서 실제 동공의
크기를 찾아내고 중심을 찾아내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처리 과정으로, 가우시안(gaussian) 필터를 이용하여 홍채 영상의 미세한 모양의 변화에 대한 윤곽을 부
드럽게 하고, 홍채 영상내의 잡영을 제거한다(304). 그러나, 너무 큰 gaussian 값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너무
큰 gaussian 값을 사용하게 되면, 저 해상도에서 dislocation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잡영이 거의 없
다면 gaussian의 편차 값을 작게 주던지 혹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EED(Edge Enhancing Diffusion) 방법은 국부 에지에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에지의 방향과 같은 부분은
diffusion을 많이 해주고, 에지의 방향과 수직인 부분은 diffusion을 조금 해준다(305). NADF(Nonlinear
Anisotropic Diffusion Filterling)는 Diffusion Filtering의 한 방법이며, EED는 NADF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EED는 원 홍채 영상에서 Gaussian Filtering을 한 홍채 영상을 가지고 diffusion하고, diffusion tensor matrix를
사용하여 홍채 영상의 대비 뿐만 아니라 에지의 방향까지 고려한다.

EED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기존의 scalar diffusivity 대신 diffusion tensor를 사용한다.

Diffusion tensor는 eigenvectors v1, v2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v1은 하기의 [수학식 5]와 같이 ∇u와 평행
하게 만들고, v2는 하기의 [수학식 6]과 같이 ∇u와 수직이 되게 구성을 한다.

수학식 5

수학식 6

따라서, 에지를 가로지르는 부분에서 smoothing하는 것보다 오히려 에지와 평행한 부분에서 smoothing하기 위해
Eigenvalues λ1과 λ2를 선택한다. Eigenvalues는 하기의 [수학식 7] 및 [수학식 8]에 나타나 있다.

수학식 7

수학식 8

위의 방법에 따라서 diffusion tensor matrix D를 하기의 [수학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9

위 diffusion tensor matrix를 실제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v1과 v2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만
일, 원래 홍채영상을 Gaussian Filtering한 벡터를 (gx,gy)로 표현하면, 상기 [수학식 5]에서 v1은 원래 홍채영상을
Gaussian Filtering한 것과 평행이 되게 만드는 벡터이므로 v1은 (gx,gy)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기 [수학식 6]에서
v2는 수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gx,gy) 벡터와 v2의 벡터의 내적이 0이 되게 하면 된다. 따라서, v2는 (-gx,gy)로

나타낼 수 있다. , 는 V1과 V2의 transpose matrix이므로 하기의 [수학식 10]과 같이 diffusion tensor D를
다시 쓸 수 있다.

수학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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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10]에서, d는 하기의 [수학식 14]의 diffusivity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EED 방법과 Perona-Malik
Model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Perona-Malik Model은 원 홍채영상을 가지고서 diffusion을
한 반면에, EED 방법은 원 홍채영상에서 Gaussian Filtering을 한 홍채영상을 가지고 diffusion을 한다. 두 번째로
는, Perona-Malik Model은 scalar - valued diffusivity를 사용하지만, EED는 diffusion tensor matrix를 사용하
여 홍채영상의 대비 뿐만 아니라 에지의 방향까지 고려한다.

EED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상수 K의 값을 설정한다. 여기서, K는 gradient의 절대값의 히스토그램
에서 어디까지 누적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만일, K를 90% 이상되는 매우 높은 값을 사용한다면 홍채영상의 세부구
조가 매우 빨리 제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100%라면 홍채영상 전체가 blurring이 되어 dislocation
문제가 발생이 된다. 만일, K의 값이 너무 작으면, 많은 time iteration 후에도 세부 구조들이 계속해서 잔재하게 될
것이다.

EED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 EED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diffusivity를 계산한다. 이 diffusivity
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원 홍채영상에 Gaussian을 사용하여 gradient를 구한다. 그리고, 구해진 gradient를 통하여
gradient의 크기를 구한다. 에지는 명암도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의 변화분(기울기)을 취하는 미분
연산이 윤곽선 추출에 사용될 수 있다. 홍채영상 f(x,y)의 위치 (x,y)점에서의 기울기는 하기의 [수학식 11]과 같은
벡터이다. 위치 (x,y)점에서의 기울기 벡터는 f의 최대 변화율 방향을 가리킨다.

수학식 11

기울기(벡터의 크기) ∇f는 하기의 [수학식 12]와 같다.

수학식 12

이 값은 ∇f의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f(x,y)의 최대 증가율과 같다. 실제에서는 기울기를 절대 값들로 표시된 하기의
[수학식 13]과 같이 근사화하여 많이 사용한다. 이 수식은 계산하기가 훨씬 쉽고, 특히 제한된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도 용이하다.

수학식 13

상기 두 번째 단계에서 구했던 K와 gradient의 크기를 이용하여 하기의 [수학식 14]에 설명된 diffusivity를 계산한
다.

수학식 14

EED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네 번째 단계로, EED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수학식 10]에서 설명했던
diffusion tensor matrix를 구하고, 하기의 [수학식 15]의 diffusion equation을 계산한다. 먼저, 원 홍채영상의
gradient를 구하고, 다음으로 원홍채영상에 Gaussian을 사용한 홍채영상의 gradient를 구한다. Gaussian을 사용한
gradient의 값이 1이 넘지 않도록 반드시 normalize를 하여야 한다.

수학식 15

Diffusion tensor matri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홍채영상의 대비 뿐만 아니라 에지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diffusion을
하게 된다. 에지와 평행한 부분에서는 smoothing을 더욱더 많이 하고 에지를 가로지르는 영역에서는 smoothing을
조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에지에서 잡영이 많은 경우에 잡영이 섞인 에지를 추출했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
다.

공개특허 10-2005-0025927

- 13 -



상기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를 최대 time iteration에 도달하기 전까지 반복 처리한다. 위에서 설명하였
던 4가지의 단계를 이용하면 원 홍채영상에 잡영이 많은 경우의 문제점, 고정된 K값으로 인하여 scale에 따라 결과
를 얻지 못했던 문제점, 에지 부분에서 잡영이 많아서 정확한 에지의 위치에서 에지를 추출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상기의 [수학식 5]~[수학식 15]에서, ∇u의 의미는 영상의 각 부분 diffusion이다. 영상의 에지 부분에 대해
eigenvector를 통해서 diffusion tensor matrix를 만들고 그것을 divergence시키면 선적분의 형태를 띠게 되어 영
상의 윤곽선만 남게 된다.

다른 한편, 홍채 영상의 모양에 대한 영역을 얻기 위해 이진영상으로 변환한다(이미지 이진화)(306). 이진 홍채영상
데이터는 그레이의 홍채영상을 경계값(threshold)을 이용하여 흑과 백의 두 가지 색으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이터
라고 할 수 있다.

이진화를 이용한 홍채영상 분할은 대상이 되는 홍채영상의 명도값이나 색도값 등을 임계값 처리하여 수행된다. 예
를 들면, 홍채영상의 경우 홍채의 부분(대상물)은 망막의 부분보다 검다.

이미지 이진화시 임계값을 구하기 위해 반복 임계값 결정 방법(Iterative Thresholding)을 사용한다.

상기 반복 임계값 결정 방법은 대략적인 임계값에서 출발하여 점차 반복적으로 이 추정값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
기에는 처음의 임계값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진 홍채 영상이 더 나은 임계값을 선택하는데 쓰인다는 것이 가정되
어 있다. 임계값의 변경 절차는 이 기법에서 아주 중요하다.

상기 반복 임계값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임계값의 처음 추정치 T를 정한다. 홍채영상의 평균 밝기
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추정 임계값 T를 이용하여 홍채영상을 2개의 영역 R1과 R2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 단계로, 영역 R1과 R2의 평균 그레이 값 과 를 구한다.

네 번째 단계로, 새로운 임계값을 하기의 [수학식 16]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수학식 16

다섯 번째 단계로, 평균 그레이 값 과 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상기 두 번째 단계에서 상기 네 번째 단계
까지를 반복 수행한다.

전체 이미지 이진화후에는 데이터가 남는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경계를 검출하고, 외부경계를 검출한다.

이제, 내부경계와 외부경계 탐색 과정(동공 검출 과정, 즉, 경계의 중심좌표 및 반지름 결정 과정이 됨)(307~309)을
살펴보기로 한다.

내부경계 검출부(23)는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를 검출한다(307,308). 이를 위해, 로빈슨 콤파스 마스크
(Robinson compass Mask)를 이용하여 이진화된 영상을 홍채와 배경(동공)으로 분리하고, DoG(Difference of
Gaussian)을 이용하여 윤곽의 강도를 검출하며(윤곽의 강도만 드러나도록), 위 영상의 윤곽선을 Zhang Suen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세션화한 후,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으로 중심좌표를 구하고,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해 반
지름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중심좌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여기서, 로빈슨 콤파스 마스크(Robinson compass Mask)는 윤곽선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는 1차 미분이
기도 하고 , 대각선 방향 윤곽에 민감한 sobel edge를 좌측으로 회전시켜 8방향의 edge mask를 만드는 3*3 행렬
의 형태이다.

또한, DoG(Difference of Gaussian)(2차 미분)는 검출된 윤곽선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Gaussian smoothing 함
수를 바탕으로 image내에 있는 noise를 감소시키며, 다른 값을 갖는 두 개의 Gaussian mask(LoG)를 감산함으로써
마스크의 크기로 인한 많은 계산량을 줄이며, 이는 고주파 통과 필터링 작업(샤프닝이라고도 표현함)이다. 이때, 고
주파라 함은, 주위 영상과 밝기 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업을 통해 윤곽을 추출한다.

또한, 세션화는 윤곽선을 한 픽셀의 선으로 만드는 작업이고,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으로 중심좌표를 구하고,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해 반지름을 구한다. 여기서, 원의 형태로 만들고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으로 나온 중
심값들을 넣어 보아 동공의 형태와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된다.

외부경계 검출부(24)는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한다(307,309). 이를 위해,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
리즘으로 중심좌표를 구하고,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해 동공의 반지름 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이때, 영상좌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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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25)에서 직교좌표의 영상을 극좌표로 변환시킬 때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형보간법을 사용한
다.

내부경계 및 외부경계 검출(308,309)을 위해서는, 영상의 에지 추출(경계요소 추출 및 그룹화(세션화, 라벨
링))(307)이 필요하다. 영상의 에지 추출이라 함은, 로빈슨 콤파스 마스크(Robinson compass Mask)를 이용하여
이진화된 영상을 홍채와 배경(동공)으로 분리하고, DoG(Difference of Gaussian)를 이용하여 윤곽의 강도만 드러
나도록 하여, 위 영상의 윤곽선을 Zhang Sue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션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에지 추출(Edge Detection) 기법이란, 이미지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산 중 하나이고 홍채에 대하여 에
지를 강화 및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 에지라는 것은 홍채와 배경의 경계이고, 홍채가 오버랩되는 경계이기도 하다.
화상에서 색이나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을 에지(edge)라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Edge Detection이란
Edge Pixels을 찾는 과정이며, Edge Enhancement는 에지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에지와 배경과의 대비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다. Edge Tracing은 에지를 따라가는 과정이다. 또한, Segmentation 과정 중의 하나이다(이미
지 영역의 식별에 이용).

에지 추출 과정(307)을 살펴보면, 에지란 농도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말하므로, 함수의 변화량을 조사하는
미분 연산을 윤곽 추출에 이용한다. 미분에는 1차미분(gradient)과 2차미분(laplacian)이 있다. 또, template-
matching에 의한 에지 추출 방법도 있다.

상기 1차미분(gradient)은 홍채의 밝기 변화량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기의 [수학식 17]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 G(x,y) = (fx, fy)로 표현된다.

수학식 17

여기서, fx는 x방향의 미분, fy는 y방향의 미분을 의미한다.

디지털 화상에서는 데이터가 일정간격으로 흩어져 나열되어 있으므로 사실적인 의미의 미분 연산은 할 수 없게 된
다. 이 때문에 1차 미분식과 2차 미분식 같이 인접 화소 끼리의 차를 취하는 연산으로 미분을 근사한다. 이것을 '차
분'이라 한다.

이를 이미지에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Mask 혹은 Operator라고 하는 행렬이다. 각각의 행렬들은 같은 1
차미분 연산자 일지라도 에지를 추출하는 정도나 방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로빈슨 콤파스 마스크(Robinson
compass Mask) 1차 미분 연산자 3x3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sobel mask를 좌측으로 회전시켜 8방향의 edge
mask을 만드는 것으로, 크기와 방향은 최대 edge 값을 갖는 mask의 방향 및 크기로 결정된다.

-1 0 1
-2 0 2
-1 0 1

획득된 영상 영상을 전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영상의 윤곽을 추출해야 한다. 윤곽추출 방법으로는 기울기(gradient)
법인 로빈슨 콤파스 마스크(Robinson compass Mask)를 이용해서 배경과 홍채를 분리한다. 영상 f(x,y)의 위치
(x,y)점에서의 기울기는 하기의 [수학식 18]과 같은 벡터로 나타낸다. 위치 (x,y)점에서의 기울기 벡터의 크기(∇f)
는 하기의 [수학식 19]와 같다. 그리고, 로빈슨 콤파스 마스크(Robinson compass Mask)에 기반한 미분은 하기의
8방향 마스크 가운데 최대 edge 값을 갖는 마스크로부터 [수학식 20]을 이용하여 주어진다. 여기서, z들은 영상의
임의의 위치에서 마스크에 의해 겹쳐진 화소의 명암도들이다. 에지 방향이란, 에지가 놓여진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1차 미분 결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1차 미분의 결과인 gradient direction에 수직(90)인 방향으로 존재한다
고 본다. 즉, gradient direction은 값의 차가 크게 변화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값이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는 그 부분에 에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에지는 gradient direction에 수직으로 존재한다. 도 6의 (b)는 (a)의 영
상의 윤곽을 추출한 영상이다.

수학식 18

수학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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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0

상기 [수학식 20]에서, 아래첨자는 픽셀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상기 2차 미분은 주위 밝기와의 차를 관찰하는 것으로, 2차 미분은 1차 미분을 다시 미분하여, 윤곽의 강도만
을 검출하는데 사용한다. 즉, 에지의 크기(magnitude)만을 구하고 방향은 구하지 않는다. 2차 미분 연산자는 결과
값이 (+)에서 (-)로, (-)에서 (+)로 값이 변화하는 영교차점(zero-crossing)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2차미분은
Gaussian smoothing 함수를 바탕으로 image내에 있는 noise를 감소시키며, 다른 값을 갖는 두 개의 Gaussian
mask를 감산함으로써 마스크의 크기로 인한 많은 계산량을 줄이는 DoG(Difference of Gaussian) 연산자 마스크
를 사용하였다. DoG는 LoG를 근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LoG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LoG의 좋은 근사치
는 비율( )이 1.6일 때이다.

2차원 함수 f(x,y)의 LoG와 DoG는 하기의 [수학식 21] 및 [수학식 22]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21

수학식 22

라플라시안 연산자에 의한 에지 검출은 하기의 [수학식 23]과 같은 8방향 라플라시안 마스크를 사용하고, 중심을
중심으로 8방향 값을 사용하여 현재 픽셀값을 결정한다

수학식 23

라플라시안 2차 미분 연산자 3x3은 다음과 같다.

이제, 세션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세션화는 대상 홍채의 표면을 조금씩 벗겨내어 최종적으로 두께 1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션화는 순차적 처리(sequencial processing) 방법과 병렬적 처리(parallel processing)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차적 처리 방법은 현재의 처리 결과가 과거의 처리값에 영향을 받음은 물론 미래의 처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방법에서는 대상 화상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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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적 처리 방법은 현재의 처리 결과가 과거나 미래의 처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거나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추
가적으로 대상 화상 크기 만큼의 버퍼가 필요하며, 현재의 관심 화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버퍼에 저장하는 식으로
전체 화상에 대한 한 차례의 처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처리 결과를 원래의 대상 화상위에 덮
어 쓰게 된다.

Zhang Suen 세션화 알고리즘은 병렬적 처리 방법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루프] 처리대상인 검은 픽셀 I(i,j)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지운다.

① 픽셀 I(i,j)에 대해서 그 주위의 픽셀들의 connectivity가 1이고,

② 픽셀 I(i,j)에 대해서 그 주위의 픽셀들 중 검은 픽셀이 적어도 2개에서 6개 사이에 있어야 하며,

③ 적어도 픽셀 I(i,j+1), I(i-1,j), I(i,j-1)중의 하나는 배경 픽셀 즉 255이어야 하며,

④ 적어도 픽셀 I(i-1,j), I(i+1,j), I(i,j-1)중의 하나는 배경 픽셀 즉 255이어야 한다.

⑤ 조건에 맞으면 픽셀을 제거한다.

[2루프] 처리대상인 검은 픽셀 I(i,j)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지운다.

① 픽셀 I(i,j)에 대해서 그 주위의 픽셀들의 connectivity가 1이고,

② 픽셀 I(i,j)에 대해서 그 주위의 픽셀들 중 검은 픽셀이 적어도 2개에서 6개 사이에 있어야 하며,

③ 적어도 픽셀 I(i-1,j), I(i,j+1), I(i+1,j)중의 하나는 배경 픽셀 즉 255이어야 하며,

④ 적어도 픽셀 I(i,j+1), I(i+1,j), I(i,j-1)중의 하나는 배경 픽셀 즉 255이어야 한다.

⑤ 조건에 맞으면 픽셀을 제거한다.

위의 두 subiteration을 계속하여 더이상 지울 픽셀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적용시킨다.

Zhang Suen 알고리즘은 세션화 과정으로, 여기서 지운다는 표현은 그 부분의 픽셀을 세션화를 위해 지운다는 의미
이다. 즉, 검정색을 흰색으로 변경시킨다.

연결수는 주위 픽셀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숫자이다. 즉, 1이면 중심픽셀(0번)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정->흰색 또는 흰색->검정으로 전환되는가를 감시하면 된다. 도 7은 모든 픽셀을 검정에서 흰색으로 변하는가를
검사한 것이다. 주위 픽셀의 수에 관계없이 1이 되어야 한다.

한편, 라벨링이란, 서로 떨어진 홍채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벨링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물체들의 크기나 위치, 방향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도 물체를 인
식할 수 있다. 이러한 물체 인식을 위하여 [mXn] 크기의 2진화상 B[i,j]가 주어진다. 물체의 위치나 방향 외에 각각
의 물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또는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한 화소가 다른 화
소들에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4-이웃화소(neighbor)와 8-이웃화소를 정의한다. [i, j] 위치에 있
는 화소의 4-이웃화소는[i+1,j], [i-1,j], [i,j+1], [i,j-1]에 있는 화소들로 구성되며, 8-이웃화소는 4-이웃화소
및 [i+1,j+1], [i+1,j-1], [i-1,j+1], [i-1,j-1]에 있는 화소들로 구성된다. 이 [i,j] 위치에 있는 화소의 4-이웃
화소를 4-연결도(connectivity)의 이웃화소들이라 하고, 8-이웃화소를 8-연결도의 이웃화소들이라고 한다. 화상
배열에서 서로 이웃하여 있는 화소들의 집합을 연결성분(connected component)이라고 부른다.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흔한 연산 중의 하나는 주어진 화상에서 이러한 연결 성분들을 찾는 것이다. 연결성분들에 속한 화소들은 어떤
한 물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연결성분에 같은 라벨(번호; 정수값)을 붙이고, 다른 연결성분에는 다
른 번호를 붙이는 처리를 라벨링이라고 한다. 화상에 있는 모든 연결성분들을 찾고, 같은 연결성분에 존재하는 모든
화소들에 하나의 고유한 라벨을 붙여주는 알고리즘을 성분 라벨링 알고리즘(component labeling algorithm)이라
고 하며, 회귀(recursive)와 순차(sequential) 알고리즘이 있다. 상기 회귀 알고리즘은 직렬 컴퓨팅에서는 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병렬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된다. 상기 순차 알고리즘은 회귀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시간이 짧
고 메모리가 적게 들며, 주어진 화상에 대해 2번의 전체 조사(scanning)만으로 계산이 끝난다.

동치 테이블을 이용하여 단 두 번의 루프로 라벨링을 끝낼 수 있다. 단점은 라벨링 번호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번 모든 홍채를 검색하여 라벨을 부친다. 라벨을 하다가 다른 라벨을 만나게 되면 동치테이블에 입력한
다. 다시 루프를 돌려서 동치테이블의 라벨중 최소치로 다시 라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경계선의 검은 픽셀을 찾는다. 경계점은 중심 픽셀을 기준
으로 할 때 주위의 픽셀 중 1-7개의 흰색 픽셀이 있어야만 한다. 고립점도 제외시킨다. 고립점은 주위의 모든 픽셀
이 검정색이다. 그 후 라벨링을 한다. 가로방향으로 라벨을 한 다음, 다시 세로로 라벨을 한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라벨을 하면 U자형 곡선도 한번에 라벨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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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부경계 검출부(23) 및 외부경계 검출부(24)에서 동공 검출을 위한 경계의 중심좌표 및 반지름 결정 과정(동
공 검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공 검출 과정은 안구영상으로부터 조명(바람직하게는 적외선 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한 후(s1), 동공 경계 후보 지점을 결정하여(s2),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실시간으로 검출한다
(s3).

먼저, 안구영상으로부터 적외선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하는 과정(s1)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공영역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본 발명에서는 우선 안구영상에 맺힌 조명 성분들의 기하학적인 편차를 구
하고, 그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하기의 [수학식 24]와 같은 가우시안(Gaussian) 파형으로 모델링하여 템플릿
(template)으로 사용한다.

수학식 24

상기 [수학식 24]에서, x는 템플릿의 가로위치, y는 템플릿의 세로위치, 그리고 σ는 필터의 크기이다.

모델링된 템플릿으로 안구영상의 동공안에 기준점이 선정되도록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을 수행하여 두
개의 기준점을 검출한다.

안구영상에 있어서 동공 내부의 조명은 유일하게 급격한 그레이-레벨(gray-level)의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안정적인 기준점 추출이 가능이 가능하다.

이제, 동공 경계 후보 지점을 결정하는 과정(s2)을 살펴보기로 한다.

1단계로 상기 두 개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X방향 축으로의 선방 파형의 화소값의 변화를 표시하는 프로파
일(Profile)을 추출하고,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X방향으로 1차원 신호의 2개의 경계후보를 검출하기 위해, 그라
디안트(Gradient)에 해당하는 경계 후보 마스크 h(1),h(2)를 생성하고, 프로파일과 경계후보 마스크의 컨볼루션
(convolution)을 이용하여, 경계후보 파형(X(n))을 생성하여 경계후보지점을 결정한다.

2단계로는 교차하는 두 개의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상에서
1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동공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한다.

한편,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와 크기
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s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단계에서 결정한 후보지점 들로부터 서로 가장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
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
표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원 성분 형상을 찾기 위한 Hough Transform을 응용한 것이다.

원 상의 임의의 두 점 A, B를 생각할 때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직선 AB)의 이등분 점을 C라고 하자. 이 점 C를 지나
고 직선 AB에 수직한 직선은 항상 원의 중심(점 O)을 지나게 된다. 이 직선 OC의 방정식은 하기의 [수학식 2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25

원을 이루는 연결 요소들의 그룹의 특성과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 그룹의 속성으로서 중심 좌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눈 영상의 홍채 내부 경계는 이심 정도가 크며 잡영에 의해서 경계부가 방해를 받으므로 기존의 원형 프로젝션을 구
하는 방법으로는 부정확한 동공의 중심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 방법은 거리가 고정된 두 개의 광원 이용하므
로 이등분 수직선상의 중심 후보 계수 분포가 원의 중심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중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수직선이 일치하는 점을 원의 중심으로 결정한다(도 9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원의 중심을 추출한 후, 다음으로는 반지름을 결정한다. 기존의 반지름의 결정 방법 가운데 평균법
이 있는데, 이는 결정된 중심에서 원을 구성하는 그룹 요소들의 모든 거리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Daugman의
방법이나 Groen의 방법이 이것과 비슷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영상에 반사광 등의 잡영이 많이 분포해 있
을 경우 그런 잡영에 의해서 원둘레 성분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며 이런 왜곡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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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확대 최대 계수법은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으로서, 첫 단계로서 중심과
해당 수직선의 경계후보 지점 사이의 픽셀 간 거리 중 값이 더 큰 것을 채택하고, 다음 단계로서 여기서 채택된 거리
범위 이상의 경계후보지점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범위를 좁힌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 정수
값을 찾아 이 원을 대표할 수 있는 반지름을 얻게 되는데, 이 방법은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 홍채근육의 수축 및 확장
그리고 좌우회전으로 인해 동공이 방사방향으로 변형되는 분포까지 고려할 수 있어 안정되고 동일한 홍채대역의 내
부경계선을 추출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도 10 참조).

수학식 26

상기 [수학식 26]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일단 반지름과 x좌표의 점들을 이용해 y의 좌표를 구한 후, 이미지 상에 검
정 픽셀이 존재하면 중심 위치를 누적시킨후 누적된 최대 위치를 검색 중심, 반지름 값으로 원을 찾아낸다(확대 최
대 계수법).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공의 중심좌표를 구한 후, 동공은 종류마다 흘러내리는 정도가 달라 곡률
도 달라지게 되므로 동공의 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하여 반지름을 구하고, 중심
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외곽선(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x축을 회전각으로 하고 y축은 중심
에서 외곽선(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다(경계검출). 그리고, 영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그래프로부터 곡률의 최대점과 최소점을 찾고 곡률간의 최대길이와 평균길이를 계산한다.

도 11은 영상을 영상 캡쳐했을 때 원형인 경우와 곡률이 있는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영상이 원형인 경우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심에서 외곽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y값이 일정한 일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고 곡률이
생기지 않으므로 곡률의 최대점과 최소점은 r이 된다. 이러한 경우 드레이프성이 약하다고 한다. 그리고, 영상이 흘
러내려 있으면 중심에서 외곽선까지의 거리가 변하게 되므로 y값이 변하여 곡률이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도 11의 영상이 별 모양인 경우, 곡률이 4개이며 최대점은 r이고 최소점은 a가 된다.

원형도는 영상이 원에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원형도가 '1'에 가까우면 드레이프성이 약하고 '0'에 가까워질
수록 드레이프성이 크다. 원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둘레의 길이와 면적을 알아야 한다. 영상의 둘레길이
는 영상외곽주변 각 화소들에 대한 화소간 거리의 합이다. 외곽 경계선 화소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서로 맞닿아 있
는 경우, 화소간 거리는 1단위이며, 화소가 대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화소간 거리는 1.414단위이다. 그리
고, 영상의 면적은 영상의 외곽선 내부의 화소들의 총 개수로서 측정한다. 하기의 [수학식 27]은 영상의 원형도를
구하는 공식이다.

수학식 27

이와 같이 영상의 에지 추출 과정(307)을 통해 내부경계선을 확정하고,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동
공의 실제 중심점을 구한 후 확대 최대 계수법을 통해서 동공을 완전한 원형으로 간주했을 때의 반지름(r)을 구하고,
실제 중심점에서 내부경계선 까지의 거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며 도 11과 같은 데이터를 생성한다(내부경계
검출부(23) 및 외부경계 검출부(24)에서 수행함).

상기의 과정에서, 이미지 이진화 과정(306)부터 내부경계 검출 과정(308)까지의 상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EED) → 동공내부/외부간 이진화 → 영상 에지 추출 →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 → 확대 최대 계수법 →
내부경계 데이터 생성 → (영상좌표 변환)" 과정을 수행한다.

한편, 외부경계 검출 과정(309)은 내부경계 검출 필터링(Robinson compass mask, DoG, Zhang Suen)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공과 홍채의 경계를 찾는다. 이때, 픽셀값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외부경계로 한다. 이때, 선형보
간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동, 회전, 확대, 축소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세션화후 외부경
계를 하나의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외부경계 검출 과정(309)에서도 정확한 중심과 반지름을 얻기 위해서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 확대 최대 계수
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외부경계는 명암의 차이가 내부경계보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보간법을 사용한다.

외부경계 검출 과정(309)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채경계는 두껍고 블러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기가 힘들다. 경계검출기는 원주의 최대 밝기변
화 지점을 홍채경계로써 정의한다. 홍채의 중심은 동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홍채반지름은 고정 초
점 카메라에서의 홍채반지름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에 기반하여 탐색할 수 있다.

영상에 대하여 내부경계 검출 필터링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공과 홍채영역의 경계를 찾은 후 검출된 내부경계로부터
전후 양방향으로 진행하며, 픽셀값의 차이를 확인하여 그 차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 외부경계를 검출한다.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선형보간법을 이용한 변환(이동, 회전, 확대, 축소)이 사용된다(도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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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를 확대, 축소 등 여러 가지로 변환하게 되면 픽셀의 좌표가 1대1로 대응되지 않
기 때문에 역변환을 통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때, 변환된 이미지 중 대응되지 않는 점들은 원 이미지의 픽셀을 참고
하여 나타낸다.

선형보간법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x, y 좌표의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4개의 픽셀을 참고하여 픽셀을 결정한
다. p, q를 이용하여 p(q*수식+(1-q)*수식)+q(p*수식+(1-p)*수식)로 처리한다. 선형보간법을 이용하면 이미지
의 깨짐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

변환은 보통 3가지(이동, 축소 확대, 회전 변환)로 나누게 된다.

이동은 비교적 쉬운 변환에 속한다. 하기의 [수학식 28]과 같이 정방향 이동은 상수를 빼면 되고 역방향 이동은 상
수를 더하면 된다.

수학식 28

하기의 [수학식 29]에서와 같이, 확대의 경우, 임의의 상수로 나누어 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x, y가 확대되는 결과
를 가져온다. 또한, 축소의 경우는 상수를 곱해준다.

수학식 29

회전의 경우에는 하기의 [수학식 30]과 같이 sin과 cos 함수를 가진 회전 변환을 이용한다.

수학식 30

이를 다시 수식으로 전개하면, 하기의 [수학식 31]과 같이 역변환하는 수식이 나오게 된다.

수학식 31

상기의 과정에서, 이미지 이진화 과정(306)부터 외부경계 검출 과정(309)까지의 상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EED) → 홍채내부/외부간 이진화 → 영상 에지 추출 → 구간이등분선교차 알고리즘 → 확대 최대 계수법 →
홍채 중심점 탐색 → 홍채 반지름 탐색 → 외부경계 데이터 생성 → (영상좌표 변환)" 과정을 수행한다.

이제, 영상좌표 변환부(25)에서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310)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
서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계로부터 극좌표계(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이 원
점)로 변환한다. 이때, 분리되었다 함은, 홍채 영역, 즉 도넛 형태를 말한다.

홍채섬유와 층은 구조와 연결상태의 결함을 반영한다. 구조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
직은 기관의 저항력과 유전적 소인을 나타낸다. 관련징후로는 열공(Lacunae), 음와(Crypts), 결손징후(Defect
signs), 조직이완(Rarifitio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분석대역 정의부(26)에서는
홍채의 분석대역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즉, 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하여 13개 섹터로 구분한다.

즉, 시계의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6도(섹터1), 이어서 시계방향으로 24도(섹터2), 42도(섹터3), 9도(섹터
4), 30도(섹터5), 42도(섹터6), 27도(섹터7), 36도(섹터8), 18도(섹터9), 39도(섹터(10), 27도(섹터11), 24도(섹터
12), 36도(섹터13)과 같이 대역을 나누며, 이와 같이 각 섹터들을 동공을 중심으로 4개의 환상대역으로 나눈다. 따
라서, 각 섹터는 동공을 중심으로부터 홍채의 외부경계 방향으로 4개의 환상대역에 따라서 섹터1-4, 섹터1-3, 섹
터1-2, 섹터터1-1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1섹터는 1byte를 의미하며, 나누어진 영역안에 홍채 영역 비교 데이터들을 모아서 따로 저장해 두어, 나중
에 유사도와 안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2차원 좌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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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sian Coordinate는 도 1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상의 1점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좌표
계이다. 평면위에 한 점 O을 원점으로 정하고, O을 지나고 서로 직교하는 두 수직직선 XX', YY'를 좌표축으로 삼는
다. 평면상의 한 점 P위의 위치는 P를 지나며, X, Y축에 평행한 뒤 직선이 X, Y축과 만나는 및 의 좌표축상 선

분 = x, 선분 = y로 나타낼 수 있다. 측 평면상 한 점 P의 위치는 두 개의 실수의 순서쌍 (x, y)에 대응하며, 역
으로 순서쌍 (x,y)가 주어지면 두 좌표축으로부터 P의 위치가 결정된다.

2차원 극좌표(Plane Polar Coordinate)는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상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와
원점을 지나는 기준선과 그 선분이 이루는 각으로 표현되는 좌표이다. 극각 θ는 수학적 좌표계에서는 반시계방향으
로 +로 하지만, 일반 측량에서는 방위각 등과 같이 통상 시계방향을 +로 한다.

도 15b에서, θ는 Polar angle, O은 pole, OX는 Initial line or Polar axis을 의미한다.

Cartesian Coordinate(x,y)와 Plane Polar Coordinate(r,θ)의 관계는 하기의 [수학식 32]와 같다.

수학식 32

이제, 영상 평활화 과정(311) 및 영상 정규화 과정(312)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상 정규화부(28)에서는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는데(312), 정규화를 하기 전에 영상 평
활화부(27)에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smoothing)한다(311). 어떤 영상의 명암값 분포가
빈약할 때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의한 영상처리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평활화는 영상의 인접한 픽셀
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며, 영상 평활화 과정에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이 수행된다.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은 가우시안 함수에 스케일 상수를 결합한 형태로서, 정규화후 크기에 불변한 저니크 모멘
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

먼저, 정규화 과정(312)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영상 평활화(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 최적 스케일 선택) 과정(311)
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규화 과정(312)은 입력된 홍채 영상의 후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정규화란, 홍채영상의 크
기를 통일하고 위치를 규정하며, 획의 굵기를 조절하는 등 홍채영상의 규격화처리를 말한다.

홍채영상들은 또한 토폴로지적 특징(Topological Features)들에 의해서 특성화될 수 있다. 이것들은 영상의 탄성
적 변형들(elastic deformations)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들로서 정의된다. 토폴로지적 불변성은 다른 영역들을 연결
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진 영역들을 위하여 토롤로지적 특징들은 한 영역속에 있는 구멍들의 수와 만입
들 및 돌출들의 수를 포함한다.

구멍들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의 홍채분석대역 내부에 있는 부분영역들(subregions)이다. 이것은 영역들이 순
환적(recursively)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홍채분석대역들은 부분영역들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영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폴로지의 구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예는 수문자(alphanumeric) 심볼들에서
분명하다. 심볼들 0과 4는 하나의 부분영역을 가지며, B와 8은 두 개의 부분영역들을 갖는다.

모멘트들의 평가는 영상 분석의 체계적인 방법을 나타낸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홍채영역 속성들은 가장 낮은 차
수의 세 모멘트들로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면적은 0차 모멘트에 의해서 주어지며, 영역-내부 픽셀들의 총 수를 나
타낸다. 1차 모멘트들로부터 결정되는 질량중심(centroid)은 형상 위치의 측도를 제공한다. (비 원형) 영역의 방향
운동은 차 모멘트들로부터 결정되는 주축들(principal axes)로부터 결정된다.

이들 낮은 차수 모멘트들의 지식은 중심 모멘트들, 정규화된 중심 모멘트들(central moments), 그리고 모멘트 불변
량(invariants)의 평가를 허용한다. 이들 양들은 모양의 위치, 크기 그리고 회전에 독립적인 모양 속성들을 전달하
며, 따라서 위치, 크기 그리고 방향운동이 형상 독자성(identity)에 관계하지 않을 때 형상 인식과 정합을 위하여 유
용하다.

모멘트 분석은 홍채형상영역 내부 픽셀들에 기초할 것이며, 그래서 홍채형상영역의 내부 픽셀들 전부를 집계하기
위한 홍채형상영역 성장(growing)이나 채움(filling) 과정이 미리 필요한 단계이다. 모멘트 분석은 홍채형상 내부영
역 윤곽선에 기초하며, 이것은 윤곽선의 검출을 요구한다.

홍채분석대역의 이진 영상(홍채형상)들을 위하여 영역 내부 픽셀들은 값1(ON)로 할당되고, 이진 영역(홍채형상영
역)의 모멘트들 mpq의 정의는 하기의 [수학식 33]과 같다. : 영역 기반 모멘트들(Region-Based Moments)

2차원 홍채 분석대역 형상 f(x,y)에 대해 (p+q)th차 정규모멘트는 하기의 [수학식 33]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p=0, q=0) 이면 0차 정규 모멘트는 하기의 [수학식 34]와 같이 정의되므로 홍채분석대역 형상이 차지하고 있는
화소(pixel)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면적의 측도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형상의 화소수는 형상의 크기를 나타낸다
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이진화 과정에서의 threshold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같은 크기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낮
은 값으로 이진화하여 얻어진 홍채형상은 윤곽의 굵기가 굵어지고, 높은 값으로 이진화하여 얻어진 홍채형상은 윤
곽의 굵기가 얇아져 화소의 수는 0차 모멘트 값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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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3

수학식 34

표 2.

(모멘트들과 정점 좌표들)

더 일반적으로 모멘트들 mij의 정의는 픽셀 위치들과 픽셀값들을 참조한다([수학식 35] 참조).

수학식 35

이진의 간단하게 연결된(그러나, 꼭 convex일 필요는 없는) 홍채형상의 내부영역 윤곽(bounding region contour)
를 정의한 정점 좌표들에 의해서 최대 2차(quadratic order) 까지의 모멘트 표현식들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따라
서, 만일 한 region contour의 다각형(polygonal) 표현이 이용 가능하다면, 면적 질량중심 및 주축들의 방향운동은
상기 [표 2]에서 주어진 식들로부터 쉽게 계산될 것이다.

가장 낮은 차수 모멘트인 m00는 단순히 홍채분석대역 형상 내부에 있는 픽셀들의 합을 나타내며, 따라서 면적의 측

도를 제공한다. 이것은 만일 분석대역의 홍채형상이 홍채영상 속에 있는 다른 형상들보다 특별히 더 크거나 더 작다
면 형상기술자로서 유용하다. 그러나, 면적은 주어진 형상이 그림의 스케일, 관찰자로부터 형상의 거리 그리고 시각
(perspective)에 의존하여 형상의 더 작은 부분이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홍채형상에서 면적에 의해서 정규화되는 x와 y에서의 1차 모멘트들은 x 및 y질량 중심(centroid)의 좌표들을 산출
한다. 이것들은 홍채형상영역의 평균위치를 결정한다. 홍채 형상 분할 과정을 거쳐 한 형상의 모든 형상들이 동일한
레이블을 갖게 한 다음 홍채형상의 상하 경계선을 각각 A와 B, 좌우 경계선을 각각 L과 R이라 하면, 하기의 [수학식
36]과 같이 질량 중심들을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6

중심 모멘트들 μpq는 위치에 대해서 정규화되는 홍채형상영역의 기술자들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하기의 [수학식 37]과 같이 질량중심 위치의 견지에서 정의된다.

수학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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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심 모멘트들은 또한 정규화된 중심 모멘트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기의 [수학식 38]과 같이 0차 모멘트에 대
해서 정규화된다.

수학식 38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정규화된 중심 모멘트는 x와 y에서의 1차 중심 모멘트인 μ11이다. 이것은 원형 영역 모양으

로부터의 편차의 측도를 제공한다. 즉, 0에 가까운 값은 원형에 가까운 영역을 기술하며, 더 큰 값을 갖는 것은 점점
더 비원형이 된다. principal major 및 minor 축들은 영역의 관성 모멘트가 각각 최대와 최소인 질량중심을 통과하
는 축들이 되도록 정의된다. 그것들의 방향들은 하기의 [수학식 39]에서와 같은 표현에 의해서 주어진다.

수학식 39

방향의 평가는 거의 원형 형상의 배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방법을 주로 제공한다. 따라서, 그것은 예를 들어
서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형상들을 위하여 변형된 윤곽선들의 배향 운동(orientation motion)을 모니터링하
기 위한 적절한 파라미터이다.

상기 정규화된 그리고 중심 정규화된 모멘트들은 스케일(면적)과 이동(위치)에 대해서 정규화되었다. 배향에 관한
정규화는 모멘트 불변량들의 페밀리에 의해서 제공된다. 하기의 [표 3]은 정규화된 중심 모멘트들로부터 계산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네 개의 모멘트 불변량들을 보여준다.

표 3.

(중심 모멘트들과 모멘트 불변량들)

홍채분석대역에 있는 가능한 형상들의 리스트는 영역 분할(region segmentation)에 기초하여 확립되며, 모멘트 불
변량들이 각각을 위하여 계산된다. 시험에서 관심의 대상인 형상들을 다른 형상들로부터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그러
한 불변량들만이 존속된다. 스케일이 조정되거나 이동되거나 회전된 이들 형상들을 갖는 비슷한 그림은 비슷한 값
들을 결과화 할 것이다(이산화(discretization) 에러에 기인하는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홍채영상 크기 변화를 스케일 스페이스 변화로 모델링할 경우,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면, 크기에 불변 특성
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

극좌표로 변환한 홍채 영상을 대상으로 일정한 각도내의 반경을 증가시키며, 동일 반경을 가진 홍채 형상의 1차원
윤곽에 대한 영역을 얻기 위해 이진영상으로 변환한다.

일정한 각도내의 반지름별 분할 홍채분석대상 형상의 1차원 윤곽(curvature)의 모든 픽셀 그레이 값의 빈도수를 누
적한 히스토그램을 추출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처리되어 질 수 있는 불연속적인 신호에 대해서 스케일 스페
이스 이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분의 사각형 규칙을 이용하여 연속적(continuous)식을 이산(discrete)식으로 바
꾸어 주어야 한다.

F를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한 스케일 스페이스 영상의 한 평활화된 곡선이라 할 때, 임의의 스케일 τ에 있어서 F의 1
차 도함수인 ∂F/∂x의 제로교차점은 스케일 τ의 평활화된 곡선의 지역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된다. 그리고, F의 2차
도함수인 ∂2F/∂x2의 제로교차점은 스케일 τ의 1차 도함수의 지역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된다. 이 기울기의 극값은
원함수의 입장에서는 변곡점에 해당된다. 도함수의 극점과 제로교차점과의 관계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16에서, (a)을 스케일 스페이스 영상의 임의의 스케일 값에서의 평활화된 곡선이라 할 때, 함수 F(x)는 3개의 극
대점과 2개의 극소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들을 함수 F(x)의 1차 도함수에 대한 제로교차점은 (b)와 같이 나타난다.
도 16 (b)의 제로교차점 a, c, e는 극대점을 가리키고, b, d는 극소점을 가리킨다. 또한, 도 16 (c)는 F(x)의 2차 도
함수로서 f, g, h, I 4개의 제로교차점을 가지고 있다. f 와 h는 1차 도함수의 극소값임과 동시에 밸리구간의 시작위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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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g와 i 는 1차 도함수의 극대값임과 동시에 피크구간의 시작 위치이다. 여기서, 관심이 있는 구간은 g에
서 h 까지의 구간인데, 왜냐하면 구간 [g,h]가 원 함수에서 피크구간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크구간을 감지
하는 [g,h]의 g는 왼쪽 그레이 값이고 2차 도함수의 제로교차점이며, 1차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반면, h는 오른
쪽 경계 그레이 값이면서 2차 도함수의 제로교차점이며 1차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다. 홍채형상은 2차 도함수의
제로교차점을 묶음으로 그려 질 수 있다. 도 16 (a)의 피크와 밸리구간이 도 17에 나와 있다. 도 17에서의 'p'는 피크
구간을, 'v'는 밸리구간을, '+'는 2차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함을, '-'는 2차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함을 의미한다. '+'의 위치에서 '-'의 위치 까지를 묶어 피크구간을 감지함으로서 일련의 제로 윤곽선을 얻
을 수 있다.

이렇게 2차 도함수의 제로교차점들의 윤곽선이면서 평활화된 신호의 변곡점들의 모습과 운동을 표시하는 홍채곡률
(contour)형상이 그려질 수 있다. 이 홍채곡률형상은 전 스케일에 걸쳐 원신호의 질적 표현을 제공한다. 이 곡률형
상을 이용하여 홍채분석대상 형상의 1차원 윤곽 스케일의 제로교차점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탐지할 수 있고 세밀
한 스케일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제로교차점들을 추적함으로써 이들을 지역화할 수 있다. 곡률형상의 제로 윤곽선
은 아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위로는 닫혀있고 아래로는 열려있다. 또한, 제로 윤곽선의 정점에서는 서로 반대 부호
로서 교차한다. 이는 제로 교차점이 스케일이 감소하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은 홍채분석대역 형상의 1차원 윤곽 픽셀 그레이값 히스토그램을 평활화하는 필터의 크기
를 연속적인 파라메터로 취급함으로써 스케일의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가우시안(Gaussian) 함수에 스케일 상수를 결합한 형태로 스케일 상수(분포의 표준편차)의 변화에 따라 필
터의 크기가 결정된다(하기의 [수학식 40] 참조).

수학식 40

상기 [수학식 40]에서, Ψ={(x(u), y(u), u∈[0,1]}에 의해서 특징된다(다만, u는 홍채영상의 속성값을 명도값(gray
level)으로 하고 , 임계값 T를 이용하여 이진화한 홍채영상 기술자이다). 그리고, f(x,y)는 입력 홍채분석대상 형상
의 1차원 윤곽 픽셀 그레이값 히스토그램, g(x,y,τ)는 가우시안 함수, (x,y,τ)는 스케일 스페이스 평면이다.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은 스케일 상수 τ가 증가할수록 입력으로 들어오는 2차원 영상의 넓은 지역을 평활화하는
효과가 있다. F(x,y,τ)에 대한 2차 미분은 하기의 [수학식 41]에서와 같이 f(x,y)에 g(x,y,τ)를 이차 미분한 함수인
∇2g(x,y,τ)를 적용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다.

수학식 41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은 스케일 상수 τ가 커질수록 g(x,y,τ)도 따라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스케일 스페이스 영상
을 얻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하기의 [수학식 42]에서와 같이 h1, h2로 나누어 적용하면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수학식 42

따라서, F(x,y,τ)에 대한 2차 미분은 하기의 [수학식 4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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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한 ∇2g(x,y,τ)를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에서 그 결과 값이 음수가 되는 영역은 2차원 히스토그램에 대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은 스케일 상수 τ가 작아질수록 의미없는 peak을 생성하여 peak의 개수가 많아지는 반면, τ가 40
정도가 되면 필터의 크기가 2차원 히스토그램을 거의 포함하게 되며 생성된 peak들도 여러 개의 peak들이 합쳐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스케일에 대한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은 2차원 히스토그램의 두드러진 peak를
찾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2g(x,y,τ)는 x와 y 값이 ｜3τ｜보다 큰 지점에서는 연산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지므로 ∇2g(x, y, τ)를 -3τ에서 3τ사이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스케일 스페이스
영상(scale space image)을 이차 미분해서 peak 부분을 추출한 영상을 peak image라 한다.

그럼, 최적 스케일 자동 선택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차원 히스토그램의 두드러진 peak가 모두 존재하면서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내는 peak 영상으로 선택
되고, 그 때의 스케일 상수 값을 그래프 구조를 검색하여 최적 스케일을 결정한다. peak의 변화는 다음 네 가지 경우
중 하나로 나타난다.

① 새로운 peak부분이 생성되는 경우

② 하나의 peak부분에서 여러 개의 peak부분이 분할되는 경우

③ 여러 개의 peak 부분들이 합쳐져 새로운 peak부분이 생성되는 경우

④ peak부분의 모양만 변화하는 경우

그래프 구조에서 peak 정보는 노드로 표현하고, 인접한 두 peak 영상의 peak들 사이의 관계는 방향성 peak로 나타
내는데, 각 노드에는 peak가 시작되는 스케일 상수값과 카운터를 두어 해당 peak가 얼마 만큼의 스케일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기록하여 두드러진 peak가 공존하는 스케일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그래프 구조는 먼저 시작노드를 생성하고 스케일 상수 40에 해당하는 peak 영상내에 존재하는 peak들에 대한 노드
를 생성하고, peak의 변화가 ①, ②, ③에 해당되는 경우는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여 새로운 노드가 시작되는 시작 스
케일을 기록하고 카운터를 시작한다. ④ 그래프구조가 완성되면 시작노드에서 종단노드에 이르는 모든 경로를 검색
하여 각 경로마다 두드러진 peak의 스케일 범위를 찾는다. 새로운 peak가 생성되는 경우는 이전 단계의 peak 영상
에서는 골(valley)에 해당하던 영역이 스케일의 변화에 따라 peak가 된 경우이다. 만약, 어떤 경로에 새로 생성된
peak 하나만 존재하는데 peak로 나타나는 스케일의 범위보다 골(valley)로 나타나는 범위가 크다면 두드러진 peak
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 경로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peak의 스케일 범위를 찾지 않는다. 각 경로의 스케일의 범위
가 중첩되는 범위를 가변 범위로 결정하고, 가변 범위 중 가장 작은 스케일 상수를 최적 스케일로 결정한다(도 18 참
조).

이제, 형상기술자 추출 과정(313)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형상기술자 추출부(29)는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
를 생성하고,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한다. 이때, 형상
기술자로는 8차까지의 저니크(Zernike) 모멘트의 절대값 24개를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크기와 조명에 민감한 단점
을 스케일 스페이스 개념과 스케일 도입으로 해결한 것이다.

전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정규화된 홍채곡률형상에 대해서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형상기술자를 추출한다. 저니
크 모멘트는 홍채곡률형상의 내부영역을 토대로 특징량을 추출하기 때문에 경계선 패턴의 형상으로 검색하는 방법
들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하기 때문에 패턴 인식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
한, 영상 정규화 알고리즘에서의 약점인 회전에 불변하지 않은 특징을 보완해 준다. 본 발명에서는 정규화된 홍채곡
률형상으로부터 형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로는 0차 모멘트 값을 제외한 8차까지의 저니크 모멘트의
절대값 24개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동과 스케일 정규화는 두 개의 저니크 모멘트 A00와 A11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정규화된 영상에서는 및 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A00│와 │A11│는 모든 정규화된 영

상에서 같으므로, 이 모멘트들은 영상표현의 특징 벡터로부터 제외된다. 0차 모멘트는 형상의 면적으로서 크기에
불변한 특징량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영상 크기 변화를 스케일 스페이스 변화로 모델링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함으로써, 크기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

저니크 모멘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차원 영상 f(x, y)의 저니크 모멘트는 하기의 [수학식 45]와 같이 정의되는 2차 복소 모멘트이다. 저니크 모멘트
(Zernike moments)는 회전에 무관한 특징을 갖는 변환으로 알려져 있다.

저니크 모멘트는 인 단위원 내에서 완전히 직교(orthogonal)하는 복소수 다항식 집합(complex
polynominal set)으로 정의된다. 저니크 다항식의 집합은 하기의 [수학식 44]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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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크 모멘트 값을 위한 기저함수는 하기의 [수학식 45]이며, 회전축(θ)과 거리축(ρ) 저니크 모멘트의 기저함수
는 인 단위원 내에서 정의되는 복소 함수이고, 는 에서 정의되는 직교

방사 다항식이다.

여기서, 는 하기의 [수학식 45]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45

즉, 차수 n을 m번 반복하는 ρn, ρn-2, ..., 를 만족해야 한다. 이때, , (x축과 벡터 사이의 각도)
이다.

Rnm(ρ)은 Rnm(x,y)의 , 극좌표이다.

수학식 46

여기서, 은 와 같다.

와 이 파라미터(n,m)과 함께 s차수인 Jacobi 다항식이라는 조건하에
이다. Jacobi 다항식의 재귀적 공식은 Rnm(ρ)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저니크 다항식을 룩업테이블(Look-up

table)없이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각도내의 반지름별 분할 홍채분석대상 형상을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에 의해 구하여진 홍채곡률형상 f(x,y)
에 대한 저니크 모멘트는 저니크 직교기저함수(orthogonal basis function), 즉 저니크 복소다항식 Vnm(x,y)에 대

한 f(x,y)의 투영(projection)이므로, 차수 n을 m번 반복하는 ρn, ρn-2, ..., 를 만족하는 n차의 저니크 모멘트는 연
속이 아닌 이산함수에 적용하면, 하기의 [수학식 47]과 같이 저니크 모멘트에 의해 산출되는 복소수(complex
number)이다.

수학식 47

상기 [수학식 47]의 에서, *는 Vnm(x,y)로 투영한 것을 의미하는 켤레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미

하므로, 하기의 [수학식 48]이 성립된다.

수학식 48

상기 [수학식 48]에서, VR과 VI는 기본함수 의 실수와 허수 부분을 나타낸다.

홍채곡률형상 f(x,y)의 저니크 모멘트 값이 Anm이라면 회전된 신호([수학식 49])의 저니크 모멘트 값은 하기의 [수

학식 50] 및 [수학식 51]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49

수학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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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1

결과적으로, 절대값을 구할 경우 하기의 [수학식 52]와 같이 회전된 신호의 저니크 모멘트의 절대값은 기준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절대값과 동일하다.

수학식 52

저니크 모멘트 값의 절대값은 회전에 관계없는 특징을 갖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모멘트의 계산 차수가 너무 낮으면 패턴을 잘 분류할 수 없으며, 너무 높으면 계산량이 많아진다. 차
수를 8까지 계산하는 것은 실용 가능한 절충 방안이다([표 4] 참조).

표 4.

저니크 모멘트는 직교 방사 다항식을 이용해 계산되기 때문에, 자체 회전 불변 특성이 있다. 특히, 저니크 모멘트는
홍채영상 표현 능력, 정보 중복도, 잡영특성이 다른 모멘트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저니크 모멘트는 크기와 조명
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크기 문제는 모델 DB에 스케일 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한다. 피라미드 방법은 리샘
플링에 의해 홍채영상내 구조가 깨지지만 스케일 스페이스는 가우시안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방법을 이용하
는 경우보다 우수한 특징점 추출 특성을 갖는다. 다른 실례로, 저니크 모멘트를 변형시켜 이동, 회전 및 스케일(크
기)에 불변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수학식 53] 참조). 즉, 영상 평활화에서 스케일 스페이스를 도입했고, 그것을
정규화하였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robust하게 된다.

수학식 53

상기 변형된 회전 불변 변환은 저주파를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특성을 갖는다. 한편, 지역 조명 변화를 하기의 [수학
식 54]와 같이 스케일 조명 변화로 모델링할 경우, 모멘트를 평균 밝기(Z00)로 정규화하면, 하기의 [수학식 55]와
같은 조명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

하기의 [수학식 55]는 홍채 영상정보 f(x,y)를 저니크 모멘트에 적용한 후(Z(f(x,y)), 평균밝기( )로 나눔으로써
스케일 조명 변화시킨다.

수학식 54

수학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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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x,y)는 홍채영상을, 는 새로운 밝기 홍채영상, 은 지역 조명 변화율, 은 평균밝기(평활화된 영
상의 평균 밝기), Z는 저니크 모멘트 연산자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입력된 홍채가 이동, 스케일 및 회전에 의하여 변형되었다 할 경우에도 인간의 시각적 특성
과 유사하게 변형된 홍채 영상을 검색할 수 있다. 즉, 형상기술자 추출부(29)에서는 주지한 바와 같이 입력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며, 참조값 저장부(도 1의 홍채패턴 등록부(14))(30)에서는 이를 홍채 데이터베이스(15)에 저장
한다(314,315).

다음으로, 질의 영상이 입력될 경우(316) 홍채 패턴 추출부(특히, 형상기술자 추출부(29))(13)에서 주지한 바와 같
은 동작으로 형상기술자들을 추출하게 되고, 홍채 패턴 검증부(16)에서는 홍채 데이터베이스(15)의 형상기술자들
과 상기 추출한 질의 영상의 형상기술자들을 비교하여(317) 최소의 거리를 내는 영상을 찾고 그 최소 거리를 갖는
영상들을 출력함으로써, 사용자는 검색된 홍채 영상을 신속하게 볼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조값 저장 및 등록 과정(314,315), 영상인식 및 검증 과정(317)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조값 저장부(도 1의 홍채패턴 등록부(14))(30)에서는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저니크 모멘트의 4방향 표준편차
인 민감도에 관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따져 템플릿 형태로 분류(홍채곡률형상 f(x,y)의 영상패턴을 저니
크 복소다항식 Vnm(x,y)에 대하여 25개의 공간상으로 투영(템플릿)해서 분류) 저장한다. 이때, 안정도는 현재 입력

된 영상의 특징점의 위치가 기존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고, 단순히 한 점의 위치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유사도는 면적의 거리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저니크(Zernike) 모멘트의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면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인자들을 템플릿이라 한다. 기존 영상은 영상분석대역을 정의할 때 샘플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유사도와 안정도를 비교한다.

영상인식 및 검증부(도 1의 홍채패턴 검증부(16))(31)에서는 인식부분에서 참조값(홍채인식에서 기존의 등록 데이
터)과 홍채 영상(현재 검증하고 있는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유사한 홍채 영상을 인식하고, LS(Least Square), LmedS(Least median of Suare) 기법을 결
합하여 정합 검증한다. 이때, Minkowsky Mahalanbis 거리를 이용해 판단한다.

본 발명은 인간이 홍채를 인식할 때 의식적으로 특징점에 집중한다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회전에 강한 저니
크 모멘트를 변경하여 국부 크기 및 조명 변화에 불변성을 갖는 특징량 추출 방법에 적합한 새로운 유사도 측정 방
법을 특징으로 한다.

홍채인식 시스템은 크게 특징량 추출 부분과 특징량 매칭 부분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모델 홍채형상에 대해 스케일 스페이스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한다. 실시간 인식 부분에서는 특징점으로부터 생성한 저니크 모멘트와 모델간에 확률적 특징량 매칭
을 통해 유사한 홍채를 인식하고, LS(least square)와 LmedS(least median of square) 기법을 결합하여 홍채인식
을 정합 검증한다.

그럼, 우선 확률 이론에 따라 특징량을 매칭해서 입력된 홍채 영상을 템플릿 분류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확률적 홍채인식은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특징량 사이의 유사도 개념을 각 가설에 확률적
으로 반영하여 홍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기본 표기는 다음과 같다.

입력 영상을 S, 모델 집합을 M={Mi}, I=1,2,…NM, NM은 모델의 개수, 입력 영상 S의 저니크 모멘트 집합 Z={Zi}, i

= 1,2,…, NS,, 여기서 Zi는 특징점 Ci에서 계산된 하나의 저니크 모멘트를 나타내고, NS는 입력 영상 S의 저니크 모

멘트 개수를 나타낸다. 입력 영상의 i번째 저니크 모멘트(Zi)에 대응하는 모델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는

이고, NC는 대응 저니크 모멘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확률적 홍채인식은 입력 영상에 대해 하기의 [수학식 56]과 같이 입력 영상 S가 들어왔을 때 확률이 최대가 되게 하
는 모델 Mi을 찾는 것과 같다.

수학식 56

입력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에 대응하는 후보 모델 저니크 모멘트들로부터 하기의 [수학식 57]과 같은 가설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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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7

여기서, NH는 입력영상에 대응하는 모델 저니크 모멘트의 곱집합의 원소 개수와 같다. 전체 가설 집합은 하기의 [수

학식 5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58

가설 H는 입력 영상 S로부터 추출한 특징량의 대응 후보로 구성되므로 S를 가설 H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Bayes
이론을 상기 [수학식 56]에 적용하면 하기의 [수학식 59]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59

모든 홍채가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고, 각 홍채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수학식 59]는 하기의 [수학식
6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60

상기 [수학식 60]에서, 분모항은 전확률 이론(theorem of total probability)에 의해 과 같
다.

상기 [수학식 60]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를 구하는 것이다. 이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 도 19와 같이 기존
의 유사도 개념과 새롭게 제안한 안정도 개념을 이용한다.

선험 확률 는 안정도( )와 유사도( )가 동시에 높을 때 크게 되어야 한다. 안정도는 특징점의 불완전성
을 반영하는 인자이고, 유사도는 특징량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인자이다. 이 두 인자가 동시에 성
립할 때, 안정적이고 유사도 높은 특징량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안정도( )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는 특징점 위치 변화에 대한 저니크 모멘트의 민감도에 반비례한다. 저니크 모멘트의 민감
도는 도 20과 같은 모멘트의 중심위치에 대해 4가지 방향으로부터 구한 저니크 모멘트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저니크 모멘트의 민감도는 하기의 [수학식 61]과 같이 표현된다. 안정도는 이 민감도에 반비례한다. 민감도가 낮을
수록 특징점의 위치 오차에 대해 더 안정된 특징량을 갖는다.

수학식 61

이제, 유사도( )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력 저니크 모멘트에 대응하는 모델 특징량과의 유크리드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 )의 값이 비례하여 커진다.
따라서, 유사도는 하기의 [수학식 62]와 같은 관계에 있다.

수학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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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등 전처리 과정을 완성한 후 패턴(템플릿트)을 분류(classification)하여야만 최종적으로 인식결과를 얻을 수
있다(하기의 [수학식 63]).

수학식 63

n=0,1,…, 8 m=0,1,…, 8 일때 홍채곡률형상 f(x,y)의 영역패턴을 저니크 복소다항식 Vnm(x,y)에 대하여 25개의 공

간상으로 투영한 후 X=(x1,x2,…., xm) G=(g1,g2,….,gm)를 등록 데이터베이스내의 하나의 템플릿으로 분류하여
저장하면, 홍채형상인식에 자주 사용되는 거리는 Minkowsky Mahalanbis 거리로 분류된다.

수학식 64

상기 [수학식 64]에서 xi는 DB 내의 영상의 i번째 저니크 모멘트의 크기, gi는 질의 이미지의 i번째 저니크 모멘트

의 크기이다.

여기서, q=25를 이용하여 사전의 원형과의 Minkowsky 거리가 오차 허용범위에서 제일 근접한 원형을 그에 대응되
는 홍채영상이라고 판단한다.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접한 원형을 찾을 수 없으면 사전에 학습된 원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설명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간단하게 사전에 두 홍채영상밖에 없으며 인식하려는 입력 패턴은 회
전된 이 두 홍채영상의 1차, 2차 ZMM을 2차원 평면에 표시하면 도 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위치 a와 위치 b에
놓여 있다. ZMM 계산한 결과 위치 a점, b점 사이의 Euclidean 거리 da'a, da'b를 하기의 [수학식 65](q=1일때의
절대거리(Absolute distance))로 각각 구해 본 결과 da'a〈da'b과 da'a〈△이 된다. 그러므로, 회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전체 홍채영상라면 일정한 오차 범위내에서 ZMM은 같다.

수학식 65

홍채 영상의 검색을 위해 질의 영상과 홍채 데이터베이스(15)내의 영상들에 대해 각각 형상기술자를 추출하여 그
형상기술자 값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본 발명에서는 질의 영상과 홍채 데이터베이스(15)내의 영상과의 거리 D는 하
기의 [수학식 66](q=2일때의 Euclidean 거리)에 의해 구해지고, 유사도 S는 하기의 [수학식 67]을 사용하여 측정
한다.

수학식 66

수학식 67

한편, 유사도 S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 0과 1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선험확률 는 앞에서 정의한 안정도, 유사도를 결합시켜 하기의 [수학식 68]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수학식 68

여기서, 각 대응쌍에 대한 확률값은 하기의 [수학식 69]와 같이 정의한다.

수학식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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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S는 입력 영상의 특징량 개수를 나타내고, 는 정규화 인자로 유사도 문턱치와 안정도 문턱치의 곱으로

표현된다. 또한, 은 대응 모델 특징량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부여하는 값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0.2로 설정
하였다. 대응쌍 후보는 특징량 개수에 대해 로그 검색 시간을 갖는 ANN(approximate nearest neighbor) 검색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이제, 확률을 높이는 해를 찾기 위한 LS, LmedS를 이용해 기존 데이터들과 검증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입력 영상과 모델 영상 사이의 대응쌍 매칭을 통해 인식한 홍채가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한다. 검증을 통해 홍채의
최종 자세도 알 수 있다. 정확한 대응쌍을 찾기 위해 확률적 홍채인식에 사용한 유사도와 안정도를 이용하여 일차로
필터링하고 지역 공간 매칭을 통해 이상점(outlier)을 최소화한다.

도 22는 면적비(area ratio)를 이용한 지역 공간 매칭 방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대응하는 연속 네 점에 대해 모

델에서 , 입력 영상에 대해서 를 구하여 두 값의 비가 허용값을 넘게 되면 네 번째 쌍을 제거한다. 이
때, 앞의 세 쌍은 매칭되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구한 대응쌍으로부터 호모그래피를 구한다. 이때, 랜덤하게 선택한 최소 세 쌍의 대응점으로부터 LS(least
square) 방법으로 호모그래피를 계산한다. 이상치(outlier)가 최소가 되게 하는 호모그래피를 초기값으로 하여
LmedS(least median of square)로 호모그래피를 최적화시킨다. 최종적으로,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모델을 입력
영상에 정렬(align)시킨다. 이상치(outlier)가 50%를 넘으면 정렬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입력 영상과 옳은 모델과의
매칭 수가 다른 모델과의 매칭 수보다 많을수록 인식 능력이 좋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변별인자(discriminative
factor) 개념을 제안한다. 변별인자 DF는 하기의 [수학식 70]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70

여기서, NC는 입력 영상에 있는 홍채와 같은 모델과의 대응쌍 개수를 나타내고, ND는 다른 모델과의 대응쌍 개수를

나타낸다.

DF는 인식 시스템의 내부 변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가우시안 잡영(표준편차 5)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 DF가 최고가 되는 저니크 모멘트 차수는 20차로 나왔다. 또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영상의 크기가
21x21일 때 DF값이 최고가 되었다.

시스템 인식(identification), 채널 등화(equalization) 등의 잡영의 통계적 특성을 알 수 있을 경우의 적응필터는 유
한임펄스응답(FIR)의 형태를 갖는 선형필터로서 전송 채널이 선형적이고 잡영이 가산성 가우시안 잡영일 경우 메디
안 필터와 같은 비선형 고정 필터에 유리하다. 그러나, 한 영상신호와 같은 비정체(non-stationary) 환경에서 선형
필터는 홍채영상의 경계부분을 왜곡시켜 상을 흐리게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선형필터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많은 비선형 적응 필터들이 제안되었다.

비선형 필터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순서 통계학(order statistic)의 L-추정자(estimator)에 기초를 두
고 있는 L-필터이며, 이의 출력은 입력들을 크기순으로 분류(sorting)한 순서통계량(order statistic)의 선형조합으
로 정의된다. L-필터는 각 순서통계량의 선형 조합 계수(Coefficient)들을 모두 일정한 값으로 정함으로써 이동 평
균 필터와 같은 선형필터의 특성을 나타내며 중간값(median)의 계수를 1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순서 통계량의
계수를 모두 0으로 정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메디안 필터와 같은 동작을 한다. 평균자승오차(mean of squared
error)의 측면에서 각 종류의 잡영에 대한 최적의 L-필터계수를 "Bovik"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최적 필터는 잡영의
통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L-필터의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통계적 특성을 알 수 없는 잡영이거나 또는 통계적 특성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잡영에 대해 최적의 필터계수를 자기 스스로 설계되어 가는 비선형 적응 필터의 기본구조로서 L-필터를 많이 사용
하며, 여기에 LMS과 같은 선형 적응 알고리즘을 채택한 많은 비선형 적응 필터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선형 적응
알고리즘들은 평균이 0인 가산성 백색잡영들이 원신호에 더해진 경우에 대하여 필터 출력과 원신호의 평균자승오
차나 자승오차합(sum of squared error)을 최소로 하는 평균자승추정(MSE estimate)이나 최소자승추정(least
square estimate)을 기초로 하여 유도되었다. 그러므로, 잡영의 평균이 0이 아닌 경우이거나 잡영이 임펄스형인 경
우에 잘 동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적응 알고리즘들에서 사용한 추정방법과는 달리 Robust 통계학의 순위추정(rank estimates)
을 기초로 하여 steepest descent 방법을 사용한 새로운 비선형 적응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균 및 평균제
곱의 견지에서 이의 수렴함을 증명하고 수렴 조건에 관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steepest descent 방법에 필연적으
로 존재하며 수렴속도와 수렴후 정상상태의 오차를 결정하는 수렴비는 비선형적인 추정에 의한 가변적인 값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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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안한 필터는 신호의 순위(rank)를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평균자승추정 및 최소자승추정에 비해 이상
점(outlier)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임펄스형의 잡영에 대한 적용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호에 임의의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순위는 변동없기 때문에 영상신호와 같이 평균이 0이 아닌 신호의 처
리에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최적의 계수벡터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용함수로는 평균자승오차와 자승오차합, 절대값오차합
등이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순위추정에 의해 최적의 계수벡터 W를 구하기 위하여 비용함수로서 하기의 [수학식
71]과 같은 Jaeckel이 제안한 오차분산측정(Dispersion measures of residuals)을 도입한다.

수학식 71

수학식 72

여기서, N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이며, E는 오차벡터이다. Ri는 e(1), e(2), ..., e(N)의 오름차순정렬 중 e(i)의 순위

(Rank)이며, a(ㆍ)는 score 함수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Wilcoxon score 함수 를 사
용한다. Jaeckel의 오차분산측정 D(W)는 non-negative이며 연속이고 아래로 볼록(lower convex)함수이므로 비
용함수의 특성을 만족한다.

계수벡터 W의 함수로서 D(W)는 음이 아닌 연속의 하향 볼록 함수로 최소값이 존재하며, Jaeckel의 순위 추정치는
D(W)를 최소화하는 값이다. 또한, 오차의 함수 측면에서 D(E)는 기함수이고 오차의 평균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location invariant한 특성을 지니며 오차에 대한 일차함수의 특성을 가지므로, 오차에 대한 이차함수의 특성을 가
지는 오차자승합이나 평균오차자승에 비해 다른 오차들의 통계적 특성과 거리가 먼 이상점(outlier)에 영향을 적게
받는 강인한(robust) 특성을 갖는다.

상기 [수학식 71]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경사도(gradient) 벡터는 하기의 [수학식 73]과 같이 D(W)의 편미분의
음이며 회귀 순위통계량(regression rank statistic)을 의미한다.

수학식 73

상기 [수학식 73]은 비선형 방정식으로서, 최소자승법의 정규방정식과 유사하며, 회귀 순위 통계량의 이산적인 특
성으로 인해 0으로 근사화된다.

상기 [수학식 73]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이를
적응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필터계수 W를 갱신하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
명에서는 처리하는 값을 중심으로 T=2P+1개 크기의 오차 창(window)을 설정하고, 이들 오차 창내의 순시
(instantaneous) 신호들로부터 에러벡터를 구한 후 steepest descent 방법으로 에러벡터의 오차분산측정이 최소화
가 되도록 W(n)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시간 n에서의 에러벡터 E(n)를 하기의 [수학식 74]와 같이 정의한
다.

수학식 74

여기서, M은 L-필터의 크기로 홀수의 정수이며, M=2L+1로 나타낸다. 또한, X(n)는 입력 {x(n-L), x(n-L+1),…,
x(n-1), x(n), x(n+1),…, x(n+L-1), x(n+L)}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순서통계량 x<1>(n) < x<2>(n) < ... <
x<M>(n)을 구성요소로 하는 Mx1 입력벡터이며, Ri는 e-P(n), ..., e0(n), ..., eP (n)의 오름차순정렬 중 ei(n)의 순위

(Rank)이다. 순시 에러벡터의 순시 분산측정은 하기의 [수학식 75]와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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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75]를 상기 [수학식 73]에 적용할 경우 D(W)가 W(n)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므로 순시 경사도 벡터는
하기의 [수학식 76]과 같이 된다.

수학식 76

상기 [수학식 71]을 steepest descent 방법에 적용하면 하기의 [수학식 77]과 같이 L-필터계수를 갱신하는 순환
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식 77

여기서, u(n)은 수렴비로서 이것은 상수 또는 변수로 설정된다.

상기 [수학식 76] 및 [수학식 77]로 표현된 제안한 비선형 적응 알고리즘은 순위추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적응 알고리즘의 신호나 잡영에 관한 확률분포 또는 특성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한된 조건으로부터 해
를 구하는 방법과는 달리 제안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수식들에는 신호나 잡영의 확률분포함수나 통계적 특성이 모
수(parameter)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신호나 잡영에 보다 강인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홍채를 인식할 때 저니크 모멘트를 사용하여 불변성을 갖는 특징량 추출 및 이에
적합한 유사도 측정 방법을 특징으로 하여 유사 단위그룹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사 그룹검색을 함으로써 검색의
속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정합 검색의 정밀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 측정으로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검색하는 방법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골격(skeleton)을 사용한 형상기술자는 주어진 홍채영상형상으로부터 인간의 인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선을 추출
하고, 추출된 선을 간략화함으로써 간략화된 선을 형상기술자로써 표현한다. 특히, 이와 같은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에 따르면, 에지 부분 보다는 골격을 추출함으로써 기술자를 가능한 한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형상기술자 추출부(29)에서는 입력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골격을 추출하고, 추출된
골격을 기초로 픽셀들의 연결을 수행함으로써 직선들의 목록을 구한 후, 직선들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정
규화된 직선 목록을 형상기술자로써 설정한다.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서는, 먼저 홍채형상을 입력받아, 입력된 홍채형상에 대하여 거리변환(distance transform)
을 수행함으로써 거리맵을 구한다. 이때, 거리맵을 얻기 위한 거리 변환은 홍채형상 영역 내부의 각 점들을 배경으
로부터 최단거리의 값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거리맵 상에서 골격을 추출한다. 거리맵의 국부 최
대가 골격을 이루는 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거리맵을 얻기 위한 거리 변환(distance transform)은 홍채형상
영역 내부의 각 점들을 배경으로부터 최단 거리의 값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기초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거리 변환
에 의하여 거리맵의 국부 최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격으로써 설정한다. 거리맵으로부터 국부 최대를 얻기 위해서,
네 방향의 국부 최대 검출 마스크를 사용한다. 하기의 [표 5] ~ [표 8]은 0, 45, 90, 135 도의 국부 최대 검출 마스
크를 정리 한 것이다. 즉, [표 5]는 0도의 방향에 해당하는 마스크이다. 또한, [표 6]은 45도의 방향에 해당하는 마
스크이다. 또한, [표 7]은 90도의 방향에 해당하는 마스크이다. 또한, [표 8]은 135도의 방향에 해당하는 마스크이
다.

표 5.

-33 -17 100 -17 -33
-33 -17 100 -17 -33
-33 -17 100 -17 -33
-33 -17 100 -17 -33
-33 -17 100 -1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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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00 -15 -25 -35 -45
-15 100 -15 -25 -35
-25 -15 100 -15 -25
-35 -25 -15 100 -15
-45 -35 -25 -15 100

표 7.

-33 -33 -33 -33 -33
-17 -17 -17 -17 -17
100 100 100 100 100
-17 -17 -17 -17 -17
-33 -33 -33 -33 -33

표 8.

-45 -35 -25 -15 100
-35 -25 -15 100 -15
-25 -15 100 -15 -25
-15 100 -15 -25 -35
100 -15 -25 -35 -45

이제, 상기 마스크들을 사용하여 콘벌루션을 수행한다. 그 결과, 크기가 가장 큰 결과의 방향에 해당하는 라벨을 방
향맵(direction map)과 크기맵(magnitude map)에 기록한다. 이로써, 홍채이진 형상으로부터 거리 변환을 통하여
얻어진 거리맵에서 국부 최대를 얻음으로써, 골격을 추출한다.

이후, 추출된 골격을 Zhang Sue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션화(thinning)한다. 세션화는 예를 들어 방향맵에서 해당
방향의 90도 회전된 방향에서 크기가 가장 큰 픽셀만 남기고 나머지 픽셀들은 제거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션화된 골격내의 각 픽셀들의 연결에 의하여 직선들을 추출한다. 즉, 세션화된 골격내의 각 픽셀들을
하나의 방향을 따라 연결하고 그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직선을 추출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표 5]~[표 8]에서 제시한 네가지 방향의 방향맵을 사용하며, 방향맵에서 동일한 라벨을 가지는 픽셀들끼리 연결
하여 각각의 선 세그멘트들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이어서, 추출된 직선들의 직선 병합에 의하여 직선들의 목록을 얻는다. 즉, 얻어진 직선들의 목록으로부터 각 직선
들 사이의 각도, 거리, 및 직선의 길이에 대한 임계치를 변화시키면서 직선 병합을 수행한다. 상기 직선 병합은 남은
직선들의 개수가 소정의 개수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된다.

이제, 각 직선들의 끝점 사이의 최대 거리에 대하여 직선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직선 목록을 형상기술자로
서 추출하게 되며, 참고값 저장부 (도 1의 홍채패턴 등록부(14))(30)에서는 이를 홍채 데이터베이스(15)에 저장한다
(314,315).

다음으로, 질의 영상이 입력될 경우(316), 홍채 패턴 추출부(특히, 형상기술자 추출부(29))(13)에서 주지한 바와 같
은 동작으로 직선목록 형상기술자들을 추출하게 되고, 홍채 패턴 검증부(16)에서는 홍채 데이터베이스(15)의 직선
목록 형상기술자들과 상기 추출한 질의 형상의 직선목록 형상기술자들을 비교하여(317) 직선들의 끝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된 거리의 최소 값의 합을 비유사도 값으로 설정하여, 결과 값이 작은 것을 두 홍채영상이 유
사한 것으로 결정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용자는 정확히 정합 검색된 홍채 영상을 볼 수 있다.

상기의 비유사도 홍채패턴 검증부(1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비유사도 특정 함수는 N, D1k 및 D2k가 각각,

하기의 [수학식 78] 내지 [수학식 80]이라 할 때, [수학식 81]과 같다.

수학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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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9

수학식 80

수학식 81

여기서, Q│는 검색하고자 하는 직선, M은 검색되는 직선, S는 직선의 시작점, E│는 직선의 끝점, NQ은 질의 영상

의 형상기술자가 가지는 직선의 총 개수, NM는 검색되는 영상의 형상기술자가 가지는 직선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81]을 참조하면, 상기 [수학식 79]와 [수학식 80]에 따라 측정된 직선들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합
이 두 기술자의 비유사도로써 설정된다. 즉, 상기 [수학식 81]의 결과값이 작을수록 두 물체가 유사한 것으로 결정
된다. 또한, 일정한 회전 각도 간격으로 상기와 같은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회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골격(skeleton)을 사용한 직선기반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내의 데이터 집
합에서 국부적인 움직임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물체의 부분적인 움직임을 검출함에 있
어서 유리한 이유는 본 발명의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된 형상기술자는 영상내에 포함되어 있는 형상의
대략적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홍채인식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홍채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홍채영상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하여
등록 및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홍채영상의 개수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별, 안경착용 여부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인식에 대한 실험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 실험에 의한 성능평
가를 위해서는 영상획득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홍채인식 시스템 전체 과정 중에서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350명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각 사용자로
부터 등록을 위한 좋은 영상(FAR용) 좌, 우측 700개와 FRR 테스트를 위한 50명으로부터의 좌, 우측의 영상 1000
개를 획득하여 인식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1,7000개이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영상 획득 및 다양한 환
경의 변화에 따른 영상획득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기의 [표 9]는 성능평가에 사용된 데이터를 정
리한 것이다.

표 9.

전처리 과정은 홍채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
는 전처리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의 선택은 적합한 영상이 획득되지 않을 시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다소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 정밀한 시
스템을 구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처리 과정에서 홍채영역을 제외한
불필요한 영역이 추출되어 다음 과정인 특징추출에서 이러한 영상이 사용된다면 인식 성능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
이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에서의 높은 성능 유지는 홍채인식 시스템 전체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실험대상에 대하여 영상 선택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한 영상에 대한 동공의 경계를 검출해내
는 정도를 시험하여 보았다.

실험의 결과로서, 영상 선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홍채 추출 과정이 진행된 영상은 경계 검출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상 선택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선택된 영상은 홍채 추출 과정에서 오류없이 영역 분리
가 진행됨을 보였다. 이는 영상 선택 과정이 전처리 과정에 포함됨으로써, 보다 정교한 전처리 수행이 가능하게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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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표 10]은 영상 선택 과정에서의 각 단계별 평균 처리시간을 나타내며, 하기의 [표 11]은 영상 선택 과정에
서 실험대상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성공률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12]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경계선 추출률을 보
여준다.

표 10.

표 11.

표 12.

일반적으로 생체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두 가지 오류율에 의해 평가되어 질 수 있다. 두 가지 오류율은 오 거부율
(FRR : False Reject Rate)과 오 인식률(FAR : False Accept Rate)이며, FRR은 본인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하여 인
증을 시도할 경우 실패할 확률을 말하며, FAR은 타인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하여 인증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확률을
말한다(하기의 [수학식 82] 참조). 즉, 생체인식 시스템 성능이 최고의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되어 있는
본인이 인증을 시도할 경우에는 항상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타인이 본인에 대하
여 본인이라고 인증을 시도할 경우에는 항상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체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홍채인식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홍채인식 시스템의 응용 분야에 따라 두 가지 오류율을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
으로 두 가지 오류율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이 홍채인식 시스템 성능 향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오류율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획득되어진 홍채영상들에 대하여 유사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를 구한 후, 거리에
대한 빈도수의 분포도를 구한다. 이를 동일인에 대한 분포도(Authentic)라 부른다. 한편, 타인간의 홍채영상들을 앞
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포도를 구하는데, 이를 타인에 대한 분포도(Imposter)라 부른다. 구해진 두 분포도
를 중심으로 FRR과 FAR을 최소로 하는 경계값을 구하게 되며, 이를 임계치(Threshold)라 부른다. 이상의 과정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다. 분포도에 따른 오 거부율(FRR) 및 오 인식률(FAR)은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다.

수학식 82

다음은 실제적으로 홍채인식 시스템에 대하여 두 가지의 오류율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학습에 사용되어지지 않은 동일한 사용자의 홍채영상에 대하여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구하여 임계치보
다 거리값이 작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자로 판단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임계치보다 거리값이 클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여 거부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하지 않은 사용
자로 판단되는 횟수에 대한 전체 시행횟수의 비율을 FRR로써 산출하게 된다.

FAR은 학습에 사용되어지지 않은 사용자를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인증을 하도록 시도하는 것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본인과 인증을 시도하는 타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시 임계값을 기준으로 인증과 거부를 수행하
게 되는데, 임계값보다 거리값이 작으면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며, 거리값이 임계값보다 크면 타인으로 판단
하게 되며, 타인을 본인으로 판단하는 횟수에 대한 전체 시행횟수의 비율을 구하게 된다. 이를 FAR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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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본 발명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RR과 FAR을 구하였으며, 이는 전
처리 과정에서 선별되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상기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획득되어진 홍채 영상들에 대한 거리 분포(Authentic 분포)와 타인간의 홍채 영상
들에 대한 거리 분포(Imposter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획득되어진 홍채영상들에 대하여 유사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를 구한 후, 거리에 대한
빈도수의 분포도를 구한다. 이를 동일인에 대한 분포도(Authentic)라 부르며,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
여 구해진 분포도가 도 24에 나타나 있다. 도 24에서, x축은 거리를 나타내며, y축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도 25는 타인간의 홍채영상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며, x축은 거리를, y축은 빈도수를 나타
낸다.

이제, 상기 Authentic 분포와 Imposter 분포도에 따라 적절한 임계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임계치에 따라 FRR과 FAR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응용분야에 따라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계치의 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도 26은 두 분포(Authentic 분포, Imposter 분포)를 동시에 보여둔다.

다음은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임계치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적인 응용 시스템에서는 미지의 데이터에 대하여 임
계값을 기준으로 인증과 거부를 수행하게 된다. EER 임계치를 결정하는 식은 하기의 [수학식 83]와 같고, 도 27은
EER에 따른 임계치 설정 결과를 보여준다.

수학식 83

본 발명에서는 획득된 홍채 데이터에 대하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하였으며, 임계치 108에 대한
실험결과는 하기의 [표 13]과 같다.

한편, 등록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5~6초이며, 인증과정은 약 1~2초가 소요된다.

표 13.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홍채 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처
리 시간의 단축과 동시에 인식기의 인식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동공과 홍채의 경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영상의 크기변화, 기울어짐, 이동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고유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인식능력과 같은 이동, 스케일, 회전에 관계없이 저
니크 모멘트를 사용함으로써 텍스쳐(홍채 형상)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참조값과 입력된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특징량 사이의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입력 영상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LS와 LmedS 기법을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의 홍채를 빠르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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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에 있어서,

안구 영상으로부터 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하는 기준점 검출단계;

상기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1 경
계후보지점 결정단계;

교차하는 두 개의 홍채와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과 교차하
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2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 및

상기 결정한 후보지점들로부터 서로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
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는 동공영역 검출단계

를 포함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점 검출단계는,

안구 영상에 맺힌 조명 성분들의 기하학적인 편차를 구하고, 그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가우시안 파형으로 모델링
하여, 모델링된 템플릿으로 안구 영상의 동공안에 기준점이 선정되도록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여 두 개의 기준점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는,

상기 두 개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 - X방향 축으로의 선방 파형의 화소값의 변화를 표시하는 프로파일
(Profile)을 추출하고,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X방향으로 1차원 신호의 2개의 경계후보를 검출하기 위해, 기울기
에 해당하는 경계 후보 마스크를 생성하고, 프로파일과 경계후보 마스크의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경계후보 파형을
생성하여 경계후보지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는,

교차하는 두 개의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상에서 상기 제1
경계후보지점 결정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동공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공은 곡률이 다르므로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하여 반지름을 구하고, 구간이등분선교차 방법을 이용하여
동공의 중심좌표를 구한 후 중심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하며, x축을 회전각으로 하
고 y축을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어 정확한 경계 검출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 방법.

청구항 6.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있어서,

스케일 스페이스 및/또는 스케일 조명에서 홍채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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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특징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해 모멘트를 평균 크기 및/또는 밝기로 정규화하여 크기 및/또는 조명에
불변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는 저니크 모멘트 생성단계; 및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뿐만 아니라, 크기 및/또는 조명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는 형상기
술자 추출단계

를 포함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그룹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유
사한 홍채 형상기술자를 갖는 인덱스 홍채형상그룹을 검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청구항 8.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골격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골격을 세션화(thinning)하여 세션화된 골격내의 각 픽셀들을 연결하여 직선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직
선들의 직선 병합에 의하여 직선들의 목록을 구하는 단계; 및

직선들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정규화된 직선목록을 형상기술자로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직선기반의 상기 형상기술자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비유사한 형
상기술자 단위로 홍채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정합한 홍채형상을 검색하는 검색단계

를 더 포함하는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단계는,

상기 홍채 형상 데이터베이스의 직선목록 형상기술자들과 상기 추출한 질의 형상의 직선목록 형상기술자들을 비교
하여 직선들의 끝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된 거리의 최소값의 합을 비유사도 값으로 설정하여, 결과값이
작은 것을 두 홍채영상이 유사한 것으로 결정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상기술자 추출 방법.

청구항 11.

홍채 특징 추출 장치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수단;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수단;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검출수단;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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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분류하기 위한 영상
분석대역 정의수단;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수단;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수단; 및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수단

을 포함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
장수단

을 더 포함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참조값 저장수단에는,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생성된 저니크(Zernike) 모멘트가 참조값으로 저장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획득수단은,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깜빡임 탐지, 동공의 위치, 에지 수직성분의 분포를 포함한 영상 선택 과
정을 통해 홍채인식에 적합한 안구영상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점 검출수단은,

확산(diffusion) 필터를 이용한 EED(Edge Enhancing Diffusion) 방법을 통해 에지 잡영을 제거하고, 가우시안 블
러링을 하여 홍채 영상을 확산시킨 후, 반복적으로 임계값을 변경하여 확대 최대 계수법으로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
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EED 방법은,

국부 에지에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에지의 방향과 같은 부분은 확산(diffusion)을 많이 해주고, 에지의 방향과 수
직인 부분은 확산(diffusion)을 조금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검출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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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영상의 홍채 부분과 동공 부분 사이의 동공 경계를 검출하고,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
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며, 동공 경계와 꼭 동심을 이루지는 않는 호(arc)를 사용해 상의 홍채 부분
과 공막(sclera) 부분 사이의 외부영역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검출수단은,

반복적 임계값 변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공을 검출하며, 동공은 곡률이 다르므로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하여 반
지름을 구하고, 구간이등분선교차 방법을 이용하여 동공의 중심좌표를 구한 후 중심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하며, x축을 회전각으로 하고 y축을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어
정확한 경계검출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분석대역은,

눈꺼풀, 속눈썹 혹은 조명기로부터의 거울 반사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홍채 상의 임의의 선택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인식에 적합한 영상의 분석대역을 의미하며, 시계의 12시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6도(섹터1), 이어서 시계
방향으로 24도(섹터2), 42도(섹터3), 9도(섹터4), 30도(섹터5), 42도(섹터6), 27도(섹터7), 36도(섹터8), 18도(섹
터9), 39도(섹터(10), 27도(섹터11), 24도(섹터12), 36도(섹터13)와 같이 대역을 나누며, 이와 같이 각 섹터들을 동
공을 중심으로 4개의 환상대역으로 나눠, 각 섹터가 동공을 중심으로부터 홍채의 외부경계 방향으로 4개의 환상대
역에 따라서 섹터1-4, 섹터1-3, 섹터1-2, 섹터1-1로 나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평활화수단은,

동공을 중심으로 동일 반지름상의 1차원 홍채영상패턴에 대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여 홍채영상의 크기 변화에
도 동일한 패턴을 제공하는 1차원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적용한 후, 영점통과 지점인 에지를 구하고, 겹치는 회
선 윈도우를 이용하여 이를 누적시켜 다시 홍채 특징을 2차원으로 추출되게 함으로써, 홍채 코드 생성시 데이터 크
기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규화수단은,

크기에 불변한 특징량을 얻기 위해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함으로써, 회전에는 불
변하나 크기와 조명에 민감한 저니크 모멘트가 크기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역
조명 변화를 스케일 조명 변화로 모델링할 경우 모멘트를 평균 밝기로 정규화하여 조명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장치.

청구항 22.

홍채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수단;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수단;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검출수단;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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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학의 임상근거에 기준한 홍채의 무늬를 특징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분류하기 위한 영상
분석대역 정의수단;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수단;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수단;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수단;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수
단; 및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검증수단

을 포함하는 홍채인식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수단은,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특징량 사이의 유사도를 확률적으
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입력 영상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되, LS(Least Square)와 LmedS(Least
media of Square) 기법을 결합하여 개인의 홍채를 빠르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수단은,

이상치(outlier)를 얻기 위해 제공된 입력영상의 모멘트를 확률적 물체인식에 사용한 유사도와 안정도를 이용하여
일차로 필터링하고 저장하였던 참조값 모멘트와 지역공간 매칭을 하고, 이경우 이상치(outlier)는 시스템이 대상자
의 신원을 확립, 확인 또는 부인(disconfirm)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 레벨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과정의
인식율은 입력영상과 옳은 모델과의 매칭수가 다른 모델과의 매칭수 보다 많을수록 인식능력이 좋은 변별인자(DF)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 시스템.

청구항 25.

제 22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형상기술자를 추출함에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홍채인식에 적합한 안구영상을 획득하고, 동공내 기준점을 검출한 후, 안구영상과 동공 부분
사이의 동공 경계를 정의하고, 동공 경계와 꼭 동심을 이루지는 않는 호(arc)를 사용해 상의 홍채 부분과 공막
(sclera) 부분 사이의 다른 원형 경계를 정의하며,

분석대역들내에 있는 홍채 영상 부분은 극좌표 변환 과정을 거쳐 동공을 중심으로 동일 반지름상의 1차원 홍채영상
패턴에 대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여 홍채영상의 크기 변화에도 동일한 패턴을 제공하는 1차원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적용한 후, 영점통과 지점인 에지를 구하고, 겹치는 회선 윈도우를 이용하여 이를 누적시켜 다시 홍채 특
징을 2차원으로 추출되게 함으로써, 홍채 코드 생성시 데이터 크기를 줄이며,

크기에 불변한 특징량을 얻기 위해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함으로써, 회전에는 불
변하나 크기와 조명에 민감한 저니크 모멘트가 크기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고, 지역 조명 변화를
스케일 조명 변화로 모델링할 경우 모멘트를 평균 밝기로 정규화하여 조명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
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 시스템.

청구항 26.

홍채 특징 추출 장치에 적용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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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단계;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단계;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검출단계;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단계;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단계;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단계; 및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단계

를 포함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단
계

를 더 포함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 또는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홍채 상내에서의 분석대역(눈꺼풀, 속눈썹 혹은 조명기로부터의 거울 반사에 의해 차단될 수 있는 홍채 상의
임의의 선택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인식에 적합한 영상의 분석대역)을 정의하고,

분석대역은 시계의 12시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6도(섹터1), 이어서 시계방향으로 24도(섹터2), 42도(섹터3), 9
도(섹터4), 30도(섹터5), 42도(섹터6), 27도(섹터7), 36도(섹터8), 18도(섹터9), 39도(섹터(10), 27도(섹터11), 24
도(섹터12), 36도(섹터13)와 같이 대역을 나누며, 이와 같이 각 섹터들을 동공을 중심으로 4개의 환상대역으로 나
눠, 각 섹터가 동공을 중심으로부터 홍채의 외부경계 방향으로 4개의 환상대역에 따라서 섹터1-4, 섹터1-3, 섹터
1-2, 섹터1-1로 나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29.

제 26 항 또는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획득단계는,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깜빡임 탐지, 동공의 위치, 에지 수직성분의 분포를 포함한 영상 선택 과
정을 통해 홍채인식에 적합한 안구영상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점 검출단계는,

확산(diffusion) 필터를 이용한 EED(Edge Enhancing Diffusion) 방법을 통해 에지 잡영을 제거하고, 가우시안 블
러링을 하여 홍채 영상을 확산시킨 후, 반복적으로 임계값을 변경하여 확대 최대 계수법으로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
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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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ED 방법은,

국부 에지에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에지의 방향과 같은 부분은 확산(diffusion)을 많이 해주고, 에지의 방향과 수
직인 부분은 확산(diffusion)을 조금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검출단계는,

안구영상의 홍채 부분과 동공 부분 사이의 동공 경계를 검출하고,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의 위치
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며, 동공 경계와 꼭 동심을 이루지는 않는 호(arc)를 사용해 상의 홍채 부분
과 공막(sclera) 부분 사이의 외부영역을 검출하되,

반복적 임계값 변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공을 검출하며, 동공은 곡률이 다르므로 확대 최대 계수법을 이용하여 반
지름을 구하고, 구간이등분선교차 방법을 이용하여 동공의 중심좌표를 구한 후 중심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하며, x축을 회전각으로 하고 y축을 동공의 반지름까지의 거리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어
정확한 경계검출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평활화단계는,

동공을 중심으로 동일 반지름상의 1차원 홍채영상패턴에 대해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여 홍채영상의 크기 변화에
도 동일한 패턴을 제공하는 1차원 스케일 스페이스 필터링을 적용한 후, 영점통과 지점인 에지를 구하고, 겹치는 회
선 윈도우를 이용하여 이를 누적시켜 다시 홍채 특징을 2차원으로 추출되게 함으로써, 홍채 코드 생성시 데이터 크
기를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규화단계는,

크기에 불변한 특징량을 얻기 위해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함으로써, 회전에는 불
변하나 크기와 조명에 민감한 저니크 모멘트가 크기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역
조명 변화를 스케일 조명 변화로 모델링할 경우 모멘트를 평균 밝기로 정규화하여 조명에 불변 특성을 갖는 저니크
모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 특징 추출 방법.

청구항 35.

홍채인식 시스템에 적용되는 홍채인식 방법에 있어서,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단계;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단계;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검출단계;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단계;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단계;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단계;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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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단
계; 및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검증단계

를 포함하는 홍채인식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단계는,

LS(Least Square)와 LmedS(Least media of Square) 기법을 결합하여 개인의 홍채를 빠르고 명확하게 구별하되,

이상치(outlier)를 얻기 위해 제공된 입력영상의 모멘트를 확률적 물체인식에 사용한 유사도와 안정도를 이용하여
일차로 필터링하고 저장하였던 참조값 모멘트와 지역공간 매칭을 하고, 이경우 이상치(outlier)는 시스템이 대상자
의 신원을 확립, 확인 또는 부인(disconfirm)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 레벨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과정의
인식율은 입력영상과 옳은 모델과의 매칭수가 다른 모델과의 매칭수 보다 많을수록 인식능력이 좋은 변별인자(DF)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 방법.

청구항 37.

홍채인식을 위한 동공 검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동공 검출 장치에,

안구 영상으로부터 조명으로 인한 광원을 동공내 두 개의 기준점으로 검출하는 기준점 검출기능;

상기 두 개의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차하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1 경
계후보지점 결정기능;

교차하는 두 개의 홍채와 동공의 경계 후보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등분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과 교차하
는 안구 영상의 홍채와 동공 사이의 경계 후보지점을 결정하는 제2 경계후보지점 결정기능; 및

상기 결정한 후보지점들로부터 서로 가깝게 이웃하는 후보지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들의 이등분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들이 교차하는 중심 후보점을 이용하여 경계 후보지에 가까운 원의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 동공
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여 동공 영역을 검출하는 동공영역 검출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8.

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형상기술자 추출 장치에,

스케일 스페이스 및/또는 스케일 조명에서 홍채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

상기 추출된 특징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해 모멘트를 평균 크기 및/또는 밝기로 정규화하여 크기 및/또는 조명에
불변한 저니크 모멘트를 생성하는 저니크 모멘트 생성기능; 및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뿐만 아니라, 크기 및/또는 조명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는 형상기
술자 추출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형상기술자를 이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그룹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유
사한 홍채 형상기술자를 갖는 인덱스 홍채형상그룹을 검색하는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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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인식을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형상기술자 추출 장치에,

입력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골격을 추출하는 기능;

상기 추출된 골격을 세션화(thinning)하여 세션화된 골격내의 각 픽셀들을 연결하여 직선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직
선들의 직선 병합에 의하여 직선들의 목록을 구하는 기능; 및

직선들의 목록을 정규화함으로써 얻은 정규화된 직선목록을 형상기술자로서 설정하는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직선기반의 상기 형상기술자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유사 홍채형상 단위그룹내의 비유사도를 측정하여 비유사한 형
상기술자 단위로 홍채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질의 영상과 정합한 홍채형상을 검색하는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2.

홍채인식을 위한 홍채 특징 추출을 위하여, 프로세서를 구비한 홍채 특징 추출 장치에,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기능;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기능;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검출기능;

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기능;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기능;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기능; 및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기
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44.

프로세서를 구비한 홍채인식 시스템에,

입력 영상에 대해 디지털화 및 양자화한 후, 홍채인식에 적합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영상획득기능;

획득된 영상에서 동공내 임의의 기준점을 검출한 후 동공의 실제 중심을 검출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기능;

동공과 홍채가 접하는 내부경계 및 홍채와 공막이 접하는 외부경계를 검출하여 홍채 영역만을 분리하기 위한 경계
검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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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홍채 패턴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여, 좌표계의 원점이 원형 동공 경계의 중심으로 정의하기
위한 영상좌표 변환기능;

영상의 인접간 픽셀간의 명암 분포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홍채 상내의 분석대역을 중심으로 스케일 스페이
스 필터링을 통해 영상을 평활화하기 위한 영상 평활화기능;

평활화된 영상을 저차원 모멘트를 사용하여 모멘트를 평균 크기로 정규화하기 위한 영상 정규화기능;

스케일 스페이스 및 스케일 조명에서 추출한 특징점을 중심으로 저니크(Zernike) 모멘트를 생성하고, 상기 저니크
모멘트를 이용하여 회전 불변 및 잡영에 강인한 형상기술자를 추출하기 위한 형상기술자 추출기능;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및 유클리드 거리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템플릿 형태로 분류 저장하기 위한 참조값 저장기
능; 및

상기 참조값(템플릿)과 현재 검증 대상자의 홍채 영상의 저니크 모멘트의 안정도, 유사도를 확률적으로 반영한 모델
사이의 특징량 매칭을 통해 홍채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검증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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