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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홍채인식 시스템에서 사진이나 동화상과 같은 위조물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홍채영상에서 조명용 발광다이오드의 반사영상이 검출되는지 확인하여 실제 홍채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
으로,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동작영역에 근접할 때 사용자의 눈을 촬영하고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을 추출하는 제1과정과; 사용자의 눈을 촬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의 양측에 설치된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를 선택적으로 점등시키면서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에서 해당 발광다이오드의 반사영상을 검출하는 제2과정
과; 상기에서 해당 발광다이오드의 반사영상이 검출되지 않으면 위조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검출되면 실제 홍
채로 인식하는 제3과정과; 상기에서 실제 홍채로 판명된 경우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홍채 영상신호에 대한 인식과
정을 수행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제4과정에 의해 달성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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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위조 판별방법이 적용되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추출된 홍채 이미지의 설명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위조 판별방법에 대한 신호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눈 2 : 카메라

3 : 홍채이미지 처리부 4 : 발광다이오드 구동부

5 : 거리측정부 6 : 홍채 인식부

7 : 동공 8 : 홍채

LED_L, LED_R : 조명용 발광다이오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홍채인식 시스템에서 홍채 이미지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진이나 동화상을 이
용하여 침투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광원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홍채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 이미지에서 반사되
는 위치를 근거로 홍채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한 홍채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눈에서 동공은 수축과 팽창을 계속하게 되는데, 통상의 홍채인식 시스템에 있어서는 눈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
여, 동공의 수축과 팽창 상태를 검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속적인 이미지로 위조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였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동공의 수축과 팽창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동공의 위치를 찾고 반경을 구하는 일련의 작업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검출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고, 정확하게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로, 종래의 홍채를 이용한 인식 시스템은 미국특허 4641349호(명칭: Iris Recognition System), 5291560호(명
칭: Biometric Personal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Iris Analysis), 5572596호(Automated, Non-lnvasiv
e Iris Recognition System and Method)에 잘 나타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홍채인식 시스템에 있어서는 동공의 수축과 팽창 상태를 근거로 홍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
게 되어 있으므로 검출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고, 정확하게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종래의 홍
채인식 시스템에 있어서는 사진 대신에 동화상을 계속 비추어 주면 동공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므로 위조 여부
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조명장치용 광원이 여러개 구비된 시스템에서 광원의 위치를 변경시키
면서 홍채 이미지를 분석하여, 반사되는 위치를 근거로 홍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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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채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방법은 사용자가 동작영역에 근접할 때 사용자의 눈을 촬
영하고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을 추출하는 제1과정(S1,S2)과; 사용자의 눈을 촬영하고 있는 상
태에서 카메라의 양측에 설치된 조명용 발광다이오드를 선택적으로 점등시키면서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에서 해당 발
광다이오드의 반사영상을 검출하는 제2과정(S3-S8)과; 상기에서 해당 발광다이오드의 반사영상이 검출되지 않으면 
위조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검출되면 실제 홍채로 인식하는 제3과정(S9-S11)과; 상기에서 실제 홍채로 판명
된 경우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홍채 영상신호에 대한 인식과정을 수행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제4과정(S12)으
로 이루어진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위조 판별방법이 적용되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1)을 촬영하는 카메라(2)와; 상기 카메라(2)의 출력영상신호를 처리하여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을 
추출하고,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_L),(LED_R)의 점등제어신호를 출력하면서 상기 동공영상에서 해당 위치에 발광
다이오드 영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홍채이미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홍채이미지 처리부(3)와; 상기 점등제어신호
에 따라 상기 눈(1)을 기준으로 상기 카메라(1)의 좌,우측에 설치된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_L),(LED_R)를 점등시
키는 발광다이오드 구동부(4)와; 적외선을 이용하여 상기 카메라(2)에서 눈(1)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부(
5)와; 상기 홍채이미지 처리부(3)에서의 조사결과 실제 홍채가 촬영된 것으로 판명될 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홍채 인식과정을 수행하는 홍채인식부(6)로 구성한 것으로, 이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작용을 첨부한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리측정부(5)는 카메라(2)의 전방측으로 적외선을 투사하고, 사용자에 의해 반사되어 입사되는 적외선을 근거로 사용
자가 동작영역에 근접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1)

상기에서 사용자가 동작영역에 근접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기 거리측정부(5)를 통해 사용자와 카메라(2)간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카메라(2)의 줌이나 초점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눈(1)을 촬영하게 된다.(S2)

홍채이미지 처리부(3)는 상기 카메라(2)의 출력영상신호를 처리하여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광다이오드 구동부(4)를 통해 일측의 발광다이오드 예로써, 눈(1)을 기준으로 카메라(2)의 좌측에 설치된 발광다이
오드(예: LED_L)를 점등시키고,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에서 그 발광다이오드(LED_L)의 반사영상을 확인한다.(S3
-S5)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발광다이오드(LED_L)의 반대측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 (LED_R)를 점등시키고, 홍채와 동공부
분의 영상에서 그 발광다이오드 (LED_R)의 반사영상을 확인한다.(S6-S8)

상기와 같이 발광다이오드(LED_L),(LED_R)를 점등시키고 이들의 반사영상을 검출하는 이유는, 상기 홍채이미지 처
리부(3)에서 추출한 영상이 도 2에서와 같이 나타날 때 실제 눈(1)의 홍체가 촬영된 것으로 판정하기 위함이다.

즉, 상기 홍채이미지 처리부(3)에서 추출한 영상에서 좌측 발광다이오드(LED_L)의 반사영상(LED_L')은 동공(7)의 
우측에 나타나고, 우측 발광다이오드(LED_R)의 반사영상(LED_R')은 좌측에 나타난다. 반사영상의 위치가 이렇게 반
대 방향에 나타나는 이유는 눈(1)이 구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조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화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동공(7)에 발광다이오드(LED_L),(LE
D_R)의 반사영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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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홍채이미지 처리부(3)는 상기와 같이 좌측 발광다이오드(LED_L)를 점등시키거나 또는 우측 발광다이오
드(LED_R)를 점등시키거나 또는 동시에 점등시키고 그때 반사영상이 상기와 같이 해당 위치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위조로 판단하거나 실제 홍채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위조로 판명될때에는 표시장치나 스피커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
게 된다.(S9-S11)

상기 홍채이미지 처리부(3)에서 실제 홍채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리된 홍채 영상신호를 홍채 인식부(6)측으로 출력하
고, 그 홍채 인식부(6)에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홍채 인식과정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
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출입 거부를 알린다.(S12)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광원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홍채 이미지를 분석하여, 광원의 반사위치
를 근거로 홍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진이나 동화상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가 동작영역에 근접할 때 카메라로 사용자의 눈을 촬영하고 초점을 조정하는 제1과정과; 촬영 도중 카메라의 부
근에 설치된 조명용 발광다이오드를 선택적으로 점등시키면서 홍채와 동공부분의 영상에서 해당 발광다이오드의 반사
영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제2과정과; 상기의 확인결과 해당 발광다이오드의 반사영상이 검출되지 않으면 위조로 판
단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검출되면 실제 홍채로 인식한 후 인식처리과정을 수행하는 제3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2과정은 카메라의 좌,우측에 설치된 조명용 발광다이오드 중에서 하나의 발광다이오드를 점등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2과정은 카메라의 좌,우측에 설치된 조명용 발광다이오드를 모두 점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홍
채인식 시스템의 위조 판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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