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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홍채를 이용하여 각 개인별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신원 확인이 요청되는 홍
채영상을 동공반경에 따른 다수의 원본 홍채영상을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주위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
서 홍채영상이 추출되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주위 광도의 변화에 의해 동공의 반경을 달리하는 다수의 홍채 영상을 각각의 클래스로 구분하
여 원본으로 저장하고, 홍채 비교시 입력된 확인요청본이 해당하는 클래스를 상기 다수의 원본에서 찾아내어 일대 일 
비교하며, 상기 비교 데이터를 다수의 블록 형태로 구성하여 미리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블록 비교하여 그 일치정도
가 관리자가 지정하는 보안 레벨에 이를 때 본인으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 및 그 처
리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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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기존의 대역 스케일링에 따르는 오인식율 증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 구성의 일 실시예를 보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동공 반경을 달리하는 복수의 원본 홍채영상을 이용하여 확인 요청본을 일대 일 비교하는 경우를 
예시한 참고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서 동공 반경에 따라 구분되는 각 클래스를 정의하는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5는 본 발명에서 홍채영역에 설정되는 각 분할대역 및 각 분할대역에 지정되는 우선 순위를 도시한 홍채영상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에서 상기 도 5의 각 분할대역에 할당된 블록을 도시한 홍채영상 예시도

도 7의 (a) 내지 (d)는 본 발명에 의해 취득된 임의의 동공영상(a)으로부터 최종 동공 중심을 찾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

도 8의 (a) 내지 (d)는 본 발명에서 임의의 홍채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영상 데이터들을 기준 영상광도를 중심으로 하
여 분류된 부데이터와 주데이터와 반주데이터 및 상기 부데이터의 레벨적용 상태 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방법에서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동작 흐름도

도 10a 내지 도 10c는 상기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에서 처리되는 영상 획득 루틴과 영상광도 보정 루틴과 대역 분할 
루틴의 각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동작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방법에서 입력 비교 및 결과 분석에 의한 신원 확인과정의 일 실시예
를 도시한 동작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화상 입력수단 11, 11a, 11b, 11c : 홍채

12, 12a, 12b, 12c : 동공 13, 13a, 13b, 13c : 홍채 사인

20 : 기능설정수단 30 : 주처리수단

40 : 원본 저장수단 50 : 프로그램 저장수단

51 :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 52 : 입력 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

53 : 광도 제어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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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홍채비교에 의한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신원확인이 요청되는 홍채영상을 동공반
경에 따른 다수의 원본 홍채영상을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주위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홍채영상이 추
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추출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낼 수 있도록 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
인 시스템 및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보안의 방법에 있어서 지문이나 음성, 정맥 패턴 등을 이용한 실례가 많이 있으며 근간 고도의 보안으로서 홍
채를 통한 보안 방법이 기존의 보안 매체보다 월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래의 알려진 홍채와 관련한 신원 확인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으나, 특히 국제 공개 번호 WO94/9446
의 경우를 보면 우선 홍채의 영상을 캡쳐한 후 그 텍스쳐를 홍채 코드로 인코딩한 후 원본과 XOR 비교 연산하고 그 결
과의 해밍 거리를 측정하여 본인일 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검사를 적용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이때 홍채 코드의 생성은 
홍채 텍스쳐를 특정한 필터로 필터링하여 생성하는데 이 필터는 홍채 데이터의 높낮이를 4부분의 대역으로 나누어주며 
이 대역의 정보를 비트 단위의 홍채 코드로 기록하게 된다.
    

또한 홍채에서의 코드의 위치로서 추출되는 부분은 동공과 홍채 사이를 극좌표 원점을 지정한 후 45도에서 135도까지, 
225도에서 315도까지를 범위로 하여 복수의 반고리 형태로 홍채의 가장자리까지 일정한 간격을 지정하여 할당한다.

    
그러나 상기 원리를 사용하는 신원 확인 시스템의 경우는 서로 상이한 홍채를 오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를 제거
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주위 광도에 따라 동공의 반경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런 경우 상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즉, 극좌표계의 원점이 원형의 동공 경계에 있고 그의 반경 좌표
는 상기 원형의 동공 경계와 홍채 및 공막 사이의 상기 원형의 경계 사이의 거리의 백분율로서 측정되는 극좌표계를 상
기 분리된 홍채 영상에 대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백분율에 의한 분할 적용은 생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동공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
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공(2)은 홍채(1) 주변의 광도에 따라 그 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공반경이 
변화될 때, 각 개인에 따라 홍채 조직의 구성이나 신축력, 안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
공반경이 변화되기 이전에 홍채 상에 나타나는 홍채사인(3)의 형태는 동공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측의 원본 홍채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동공반경의 변화에 따라 우측 확인 요청본 중의 어느 하나가 입력되게 되면 그 일치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둘째, 홍채 분석 대역을 45도에서 135도까지, 225도에서 315도의 범위로 지정하여 복수의 반고리 형태로써 설정하는 
경우의 예이다. 이런 경우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적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같은 분석 대역을 적용할 경우 그 정확성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 대역을 좁게 설정하게 되면 전체 보안 레벨의 저하를 가져오
게 된다.

셋째, 알고리즘의 기본적 구성이 무생물 매개체의 위조에 의한 오인식 방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추가적인 알고리즘이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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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미리 저장된 다수 클래스의 다양한 홍채 이미지를 이용하
여 개인식별을 함으로써 종래의 하나의 홍채 이미지를 통한 개인식별 기술보다 더 큰 오거부율, 오인식율을 지닌 개인
식별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동일한 홍채에 대해, 홍채 입력 시스템 주위의 광도에 따라 상태가 각기 다른 복수의 원본 홍채영상 데
이터를 취득 및 등록하였다가 향후 입력된 홍채영상 데이터와 비교시 해당하는 원본에 일대 일 비교하고 그 비교동작을 
반복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 요소에 크게 제약받지 않도록 하여 오인식율을 최소화하며, 또한 홍채의 양상 데이
터를 블록화하고 각 블록에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그 우선 순위를 따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오거부율을 최소화하고 
노출이 작은 홍채영상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 및 방법과 그 방법
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한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홍채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화상입력수단과, 상기 화상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홍채영상을 원본으로 등록할 것인지 또는 확인 요청본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설정키를 포함하는 기능설정수단과, 상기 화상입력수단을 통해 취득되는 홍채영상을 상기 기능설정수단의 키입력상태
에 따라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여 등록 및 저장하거나, 또는 기등록된 홍채영상과의 비교결과로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주처리수단과,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된 다수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
상으로 등록 및 저장하는 원본 저장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주처리수단은 등록을 위한 다수개의 홍채영상을 취득하여 동공반경에 따라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등록 및 
저장하는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과, 신원 확인을 위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취득하여 기등록된 각 클래스별 원
본 홍채영상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입력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과, 및/또
는 상기 화상입력수단에서 취득되는 홍채 영상의 광도를 체크하여 홍채영상의 광도가 기설정된 기준 영상광도 이상 혹
은 이하인지에 따라 홍채에 조사되는 광도를 조절하는 광도 제어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다수 홍채영상을 각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하나 이상의 클
래스로 분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각각 등록하는 과
정과, 신원 확인을 위해 취득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기등록된 각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과 비교하
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은 등록을 원하는 홍채로부터 각기 서로 다른 동공반경
을 가진 홍채영상만을 선별하여 다수의 홍채영상을 취득하는 단계와, 상기 선별 취득된 다수의 홍채영상을 동공반경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미리 정해진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단계와, 상기 구분된 각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대역 분
할 및 블록 설정하고 데이터 변환하여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신원 확인과정은 신원 확인을 원하는 개인으로부터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
을 취득하는 단계와, 상기 취득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이 속하는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의 원본 홍채영상을 검색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원본 홍채영상이 존재하는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에 대해서는 대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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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및 블록 설정하고 데이터 변환을 실시한 후, 원본 홍채영상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데이터 일치율 및 대역의존성을 분
석하는 단계와, 상기 분석 결과로 상기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이 기설정된 보안레벨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하여 
본인 확인 또는 미확인 여부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다수 홍채영상을 각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각각 등록하는 
원본 홍채영상 등록프로세스와, 신원 확인을 위해 취득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기등록된 각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신원확인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이들 목적과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서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이하에서의 본 발명은 원본 저장수단에 하나 이상의 다수의 홍채 영상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고, 영상분류 및 등
록 제어수단 또는 입력비교 및 분석제어수단 또는 광도 제어수단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주처리수
단)가 엑세스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저장수단에 저장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상기 프로그램 저장수단에 
탑재된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과 입력 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과 광도 제어수단에 의해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시스
템과 방법을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상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 방법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과 같은 실시예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예에 따르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 세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메모리(램)에 상주하며, 이들 명령어 세트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필요로 할 때까지 예를 들어 디스크 드라이브 내의 
다른 컴퓨터 메모리에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써 저장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 구성의 일 실시예를 보인 블록도로서, 화상입력수단(10)과 기
능설정수단(20)과 주처리수단(30)과 원본 저장수단(40)과 프로그램 저장수단(50)을 포함한다.

상기 화상입력수단(10)은 홍채로부터 영상신호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캡쳐하여 
화상처리하는 영상 캡쳐수단으로 구현할 수 있다.

상기 기능설정수단(20)은 상기 화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홍채영상을 원본으로 등록할 것인지 또는 확인 요청본으
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사용자에 의해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설정키 및 그 밖의 다른 다수의 키를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원본 저장수단(40)은 동공반경에 따라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된 다수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등록 및 저장한다.

    
상기 프로그램 저장수단(50)은, 등록을 위한 다수개의 홍채영상을 취득하여 동공반경에 따라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
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등록 및 저장하는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51)과, 신원 확인을 위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취득하여 기등록된 각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입력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52)과, 상기 화상입력
수단에서 취득되는 홍채 영상의 광도를 체크하여 홍채영상의 광도가 기설정된 기준 영상광도 이상 혹은 이하인지에 따
라 홍채에 조사되는 광도를 조절하는 광도 제어수단(53)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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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처리수단(30)은 상기 기능설정수단의 키입력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저장수단 및 원본 저장수단을 엑세스하여 상
기 화상입력수단을 통해 취득되는 홍채영상을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여 등록 및 저장하거나, 또는 기등록된 홍채
영상과의 비교결과로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상기 주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저장수단의 프로그
램을 로딩하여 영상분류 및 등록제어수단 또는 입력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 또는 광도 제어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동작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주처리수단은 상기 각 제어수단들을 자체적으로 포함하여 원본 저장수단에 원본 홍채
영상을 저장하거나 읽고, 또는 확인 요청본을 상기 원본과 비교하고, 또는 상기 화상입력수단의 광도를 조절할 수 있다.
    

상기 광도 제어수단(53)은,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 또는 입력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입력수
단을 통해 등록 또는 비교를 원하는 홍채영상을 취득할 때, 홍채 주변의 가시광선의 광도를 조절하여 홍채 내의 동공 반
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및/또는 상기 가시광선에 의해 조절된 상기 홍채 주변의 영상 광도가 기준 영상 광도이하일 때 
비가시광선을 조사하여 영상 광도를 조절한다.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51)은, 등록을 원하는 홍채로부터 각기 서로 다른 동공반경을 가진 홍채영상만을 선
별 취득한다. 그 선별 취득된 다수의 홍채영상은 동공반경에 따라 각각 분류되고, 미리 정해진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
분되어 상기 원본 저장수단에 등록 및 저장된다.

도 3은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에서 동공 반경을 달리하는 복수의 원본 홍채영상을 이용하여 확인 요청본을 일
대 일 비교하는 경우를 예시한 참고도이고, 도 4a 및 도 4b는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에서 동공 반경에 따라 
구분되는 각 클래스를 정의하는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에서는 홍채 반경을 d라 하고 동공 반경을 r이라 할 때(단 
d> r), 홍채 반경(d)에 비례하여 동공 반경(r)의 최소 크기에서 최대 크기까지를 일정한 상수값으로 분할하여 다수 클
래스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상수 클래스의 범위 β는 다음과 같다.

                          (단,        , n = 분할 수, x = 각 클래스 범위)

도 5는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에서 홍채영역에 설정되는 각 분할대역 및 각 분할대역에 지정되는 우선 순위를 
도시한 홍채영상 예시도이고, 도 6은 상기 도 5의 각 분할대역에 할당된 블록을 도시한 홍채영상 예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은 동공 중심을 지나는 축(도면에서는 동공 중심 X축을 예로 들어 도
시하고 있음)을 기준하여 그 상하로 일정간격을 갖는 다수 대역으로 홍채영역을 분할하고, 상기 각 분할대역에 동공을 
중심으로 미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A1> A2> A3,,,A10> A11> A12)를 부여한다. 여기서 미
리 정해진 순위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동공 중심 X축을 기준으로 하여 X축 바로 아래에 접하
는 대역에서부터 홍채반경에 접하는 대역까지에 차례로 A1, A2, A4, A5, A7, A10의 순위를 부여하며, X축 바로 위에 
접하는 대역에서부터 홍채반경에 접하는 대역까지에 차례로 A3, A6, A8, A9, A11, A12의 순위를 부여한 경우를 예
로 든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각 분할대역은 상기 동공 중심축에 수직하는 또 다른 동공 중심축(도면에서는 동공 중심 Y축을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음)에 의해 다시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되며, 상기 분할된 각 블록은, 홍채 반경(Xa)과 동공 반
경(Xd)을 한계로 하여 가변적인 크기를 갖는다.

도 6을 참조하면, 각 블록의 X축 최대길이(maxX)는 홍채반경(Xa)과 동공반경 (X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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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 |maxX|< |X a |로 되고, (단, |X a | > |Xd|)

상기 각 블록의 최대크기(maxT)는 단위 대역의 길이(y)에 대하여,

maxT=(|X d|-|Xa |)y로 된다.

또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은, 상기 취득된 홍채영상으로부터 각 화소당 영상광도( I a , Ib)를 평균하고, 그 평
균 영상광도( Ima ,Imb )를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구하여 동공경계를 지정한다.

수학식 1

(단,                    , Na , Nb= 반복 시행 횟수, I min = 영상 광도 최저 한계 상수)

도 7의 (a) 내지 (d)는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에서 임의의 동공영상(a)으로부터 최종 동공 중심을 찾아 설정
하는 과정에 대한 동작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또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은, 상기 취득된 동공 영상(a)에 대하여 동공 경계상의 임의의 두 
점을 설정(b)하여 그 각각을 S(x1 , y1 )와 E(x2 , y2 )로 명명하고, 상기 두 점 S와 E를 잇는 직선에 대해 수직 2등분
선을 그어 원호 SE와 만나는 중점을 C(x3 , y3 )라 하여, 상기 원호 SE의 중점으로 원의 중심 I(x 0 , y0 )를 아래의 수학
식 2a 같이 구한다.

수학식 2a
                                          ,

                                                          ,

                     ,                                  ,

                                  ,

그리고, 상기 동공 경계를 따라 다수(n) 원의 중심점들을 추출하고, 그 다수의 원의 중심점들에서 그 반경이 상기 상수 
클래스 범위 내에 해당하는 원의 중심점들(0i , y0i ; i번째 원의 중심)만을 계산하여 아래의 수학식 2b 같이 동공의 가
중심( xp , yp)을 결정한다.

수학식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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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차적으로 상기 동공의 가중심( xp , yp)으로부터

수학식 2c

를 얻는다.

xpm =선분 xpxm , ypm = 선분 ypym ,

                                                         범위 안에서

수학식 2d

를 설정하고,

                                                         범위 안에서

수학식 2e

를 설정하여 새로운 중심을 결정하고, 상기 수학식 2c부터 수학식 2e까지의 계산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상기 동공의 경
계로부터 최종 동공 중심을 결정한다.

또한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은 상기 동공경계를 지정하는 계산식으로부터 홍채 경계를 계산하고, 상기 동공 
중심을 결정하는 계산식으로부터 홍채 중심을 계산하여, 그 각각의 계산 결과로 얻은 적합한 홍채 경계 점들에 대해 홍
채의 중심으로부터 각 경계점들까지의 거리를 평균하여 홍채반경을 계산한다.

도 8의 (a) 내지 (d)는 임의의 홍채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영상 데이터들을 기준 영상광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된 부
데이터와 주데이터와 반주데이터 및 상기 부데이터의 레벨적용 상태 예시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은, 상기 영상 데이터들을 상기 분할된 각 블록내의 화소 밀도에 
따라 주데이터, 부데이터, 반(反)주데이터로 분류하여 원본 저장수단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원본 데이터는 동공 중심
에 대한 절대 좌표값으로 저장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도 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설정된 기준 영상 광도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기준 영상광
도보다 낮은 영상광도를 갖는 부분)을 부데이터로 설정한다. 상기 주데이터는 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설
정된 부데이터 중에서 같은 범위의 광도를 가진 화소들의 면적당 밀도가 미리 설정한 기준 밀도 이상에 이르는 부분으
로 설정한다. 상기 반주데이터는 도 8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설정된 기준 영상 광도보다 밝게 나타나는 부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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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영상광도보다 높은 영상광도를 갖는 부분)들 중에서 같은 범위의 광도를 가진 화소들의 면적당 밀도가 미리 설정한 
기준 밀도 이하에 이르는 부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기 부데이터는 도 8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설정된 기준 영상광도 이하의 레벨을 소정 레벨을 중심으
로 하여 두 영역으로 분할하되, 그 분할레벨을 중심으로 최하위 영상광도에 가까운 레벨을 상위레벨로 설정하고 기준 
영상광도에 가까운 레벨을 하위레벨로 설정하여, 어느 하나의 레벨을 사용하여 저장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기 부데이
터는 상기 상위레벨과 하위레벨을 분할하는 레벨 주변의 소정 영역을 보정레벨로 설정하여, 상기 보정레벨에 대한 논리
합 및/또는 논리곱 연산에 의해 흐린 홍채영상의 데이터 레벨을 보정할 수 있게 한다. 상기 부데이터의 정보는 해당 절
대 좌표와 함께 중 상기 두 레벨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울린(Boolean) 정보와, 그 부울린 값의 해당 레벨 종속 
의존도를 기록한 보정 레벨의 정보와 함께 저장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서는, 상기 보정레벨의 정보는 부울린 값으로서, 해당 부수 부분의 영상 레벨이 상기 두 레벨 사이
에 걸쳐 있거나 근접해 있을 때 그 값을 " 1" 로 설정한다.

즉, 상기 부데이터는 하나의 홍채사인이 갖는 단위 면적당 화소밀도( ρm )가 임의 설정된 영상광도의 기준점(ħ)보다 
높게 나타나는 영역(ρm ≥ħ)이다.

상기 부데이터의 상, 하위 레벨(L1 )은,

            일 때 L1 = 1,              일 때 L1 = 0 의 값을 갖는다.

상기 부데이터가 다음 범위에 있을 때 보정레벨(L2 )은,

                    일 때 L2 = 1, 아니면 L2 = 0 의 값을 갖는다.

상기 주데이터는 홍채 전체의 화소수(Sp)가 기준 화소수(Pmax )보다 많은 영역이다.

즉,                                                    

여기에서,                                            이고,

Pmax 는 기준 화소수, Xmax 는 화소로 계산되는 x축 제한 길이, Y max 는 화소로 계산되는 y축 제한 길이, x 0 , y0 는 극
좌표의 중심 좌표, x1 , y1 는 극좌표의 경계 좌표이다.

이상과 같이 상기 영상분류 및 등록 제어수단에 의해 실행되는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은 도 9와 도 10a 내지 도 10c
의 각 동작 흐름도에 그 일 실시예는 도시하였다.

도 9는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동작 흐름도로서, 다수 홍채영상을 각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하
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각각 
등록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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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은 등록을 원하는 홍채로부터 각기 서로 다른 동공반경을 가진 홍채영상만을 
선별 취득하여 동공반경에 따라 각각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단계(S110)와, 획득한 영상수(S, 즉 분할대역을 
나타내는 상수)를 체크하면서 상기 구분된 각 클래스의 홍채영상 각각을 대역 분할 및 블록 설정하고 데이터 변환하여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S130, S150, S170, S190, S210, S230, S250, S270, S290)를 포함한다. 특히 S19
0단계에서 대역분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변수 B1은 " TRUE" 값을 갖는다.
    

도 10a는 상기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에서 처리되는 영상 획득 루틴의 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동작 흐
름도로서, 광도 조절에 의해 홍채상의 동공반경의 크기가 각기 다른 다수의 홍채영상을 선별 획득하여 각 해당 클래스
로 나누어 임시 저장하는 단계를 일 예를 들어 상세히 도시하고 있다.

도 10a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 획득 루틴(S110)은 영상 수를 카운트 하기 위한 변수(S) 및 영상 저장 설정개수(I)와 
그 외의 다른 변수(N)들을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등록을 원하는 홍채 주변의 가시광선의 광도(Q = N ×qi ; 여기서 q
i는 영상광도 최대 한계상수(qmax )/I)를 조절하여 홍채 내의 동공 반경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유효한 홍채영상을 캡
쳐하는 단계(S111-S117)와, 상기 캡쳐된 영상의 동공반경에 따라 해당 홍채영상이 적용될 클래스를 분류하는 단계(
S118-S121)들로 이루어진다.

    
도 10b는 상기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에서 처리되는 영상광도 보정 루틴의 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동작 
흐름도로서, 상기 영상광도 보정루틴(S114)은 상기 홍채영상 취득단계에서 홍채 주변의 현재 영상광도(Q)를 체크(Q 
< M ; 여기서 M은 기설정된 기준 영상광도)를 체크하여 그 체크결과에 따라 가시광선의 광도를 조절하거나, 및/또
는 상기 가시광선에 의해 조절된 상기 홍채 주변의 영상 광도가 기준 영상 광도이하일 때 비가시광선을 조사하여 영상 
광도를 조절하는 단계들(S114-1 내지 S114-4)로 이루어진다.
    

    
도 10c는 상기 원본 홍채영상 등록과정에서 처리되는 대역 분할 루틴의 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동작 흐
름도로서, 상기 대역 분할루틴(S170)은, 동공 경계를 상기 수학식 1에 의해 설정하는 단계(S171)와, 동공 중심을 상
기 수학식 2a 내지 2e에 의해 설정하는 단계(S172)와, 홍채 크기를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a 내지 2e에 의해 설정
하는 단계(S173)와, 대역 분할하는 단계(S174)들로 이루어진다. 이들 각 처리동작은 앞에서 이미 기술한 다수 처리 
방법들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방법에서 입력 비교 및 결과 분석에 의한 신원 확인과정의 일 실시예
를 도시한 동작 흐름도로서, 신원 확인을 위해 취득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기등
록된 각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신원 확인과정은 신원 확인을 원하는 개인으로부터 하나 또는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확인 요
청본 홍채영상을 취득하는 단계(S410, S420)와, 상기 취득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이 속하는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의 원본 홍채영상을 검색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430, S440)와, 상기 판단 결과, 원본 홍채영상이 존재하
는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에 대해서는 대역 분할 및 블록 설정하고 데이터 변환을 실시한 후, 원본 홍채영상의 각 블록별 
주데이터 도는 부데이터 또는 반주데이터와 비교하여,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비교 일치율(qI = Q ; 영상광도로 표시
됨) 및 대역의존성(qx)을 분석하는 단계(S450-S500)와, 상기 분석 결과로 상기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이 기설정된 
보안레벨(Min)의 조건(Q > Min)을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하여 본인 확인 또는 미확인 여부를 출력하는 단계(S510
-S530)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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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상기 입력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52)에서 처리되는 신원 확인 동작 및 그 동작에 의한 작용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입력 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52)에서는 먼저, 확인을 원하는 홍채 주변의 영상 광도에 따라 가시광선 및/또는 비
가시광선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여, 신원 확인을 원하는 개인으로부터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오
인식 및 무생물체에 의한 위조 방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동공의 반경을 달리하는 하나 이상의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취득한다. 이와 같이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취득한 입력비교 및 분석 제어수단은 상기 확인 요청본에 해당하는 클래
스를 원본으로부터 검색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만약 해당 클래스의 원본이 없는 경우는 즉시 본인 미확인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상기 판단 결과 해당 클래스의 원본 홍채영상이 존재하는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에 대해서는 영
상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우선 대역 분할 및 블록 설정하고 데이터 변환을 실시한다. 이후 상기 변환된 확인 요청본 홍
채영상의 데이터들을 상기 원본 홍채영상의 주데이터 또는 부데이터 또는 반주데이터와 블록단위로 비교하되, 해당 블
록의 대역 우선 순위에 따라 각각 그 절대위치로서 일대일 비교한다. 상기 비교결과에 상기 데이터 블록의 대역 우선순
위를 반영하여, 매 블록의 구성 요소인 주데이터, 부데이터(특히 상, 하위 레벨 및/또는 보정레벨), 반(反)주데이터 들
과의 비교 일치율을 파악하고, 대역의존성을 분석한다. 이때 비교된 데이터 블록의 대역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 일치
율의 의존도를 높게 부여한다. 상기 분석 결과, 상기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이 기설정된 보안레벨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본인 확인여부를 결정하는 최종결과를 출력하며, 상기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이 보안레벨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하게 되면 본인 미확인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상기 최종결과에는 절대요소로 지정된 비교 
일치율이 적용되며, 상기 부데이터의 보정레벨의 적용 정도가 함께 출력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서 홍채 표면적 축소에 따른 정확성 효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우(         )와 본 발명의 경우에, k = m 일 때 X a = Xb=1 와 같다.(단, 상기 식들에서 k ≥ m, k=
전체대역수, m=실시대역수,    = 대역의 k으로 시작하는 우선순위,                                                    )

이상의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된 실시예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당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가져올 수 있
으며, 이는 첨부된 청구항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에 포함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미리 동공반경과 홍채 크기에 비례에 근거하여 그 비례차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은 부분
으로부터 큰 부분에 이르까지의 일정한 매 단계를 각각의 상수 클래스로 지정한 후, 원본 저장시 이 각각의 클래스에 해
당하는 홍채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저장하였다가, 입력 비교시 입력된 홍채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원본에서 찾아내
어 상호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원본에 대하여 동일한 홍채가 입력되어도 일단 불일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히 동공의 반경이 다를 경우 완전히 다른 영상로 간주하여 별도의 보정이나 논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정의 결과를 
바로 출력하게 되므로, 기존의 데이터 변환 논리에 따를 수 있는 오인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본 발명에 의한 예상 오인식율(e)은 Sp =홍채 전체 화소수, A=홍채의 일반적 사인 분포도에 대한 백분율, B
=1개의 단위 화소 평균화된 다수 화소 수, C=홍채 노출 정도에 대해 상기 대역 우선순위를 적용한 결과의 백분율에 대
하여,                    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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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홍채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화상입력수단;

상기 화상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홍채영상을 원본으로 등록할 것인지 또는 확인 요청본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
하기 위한 기능설정키를 포함하는 기능설정수단;

상기 화상입력수단을 통해 취득되는 홍채영상을 상기 기능설정수단의 키입력상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
여 등록 및 저장하거나, 또는 기등록된 홍채영상과의 비교결과로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주처리수단;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된 다수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등록 및 저장하는 원본 
저장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

청구항 2.

각 개인별 홍채를 이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 홍채영상을 각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
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각각 등록하는 과정;

(b) 신원 확인을 위해 취득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기등록된 각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를 이용한 신원 확
인방법.

청구항 3.

다수 홍채영상을 각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상기 분류된 다수 클래스의 홍채영상을 각 
개인에 대한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으로 각각 등록하는 원본 홍채영상 등록프로세스;

신원 확인을 위해 취득된 확인 요청본 홍채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기등록된 각 클래스별 원본 홍채영상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분석하여 각 개인의 신원 확인을 실시하는 신원확인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를 이용
한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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